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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각 국가의 노력은 1980년대 후반
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UN, OECD 등의 국제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 설치를 통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구축 및 강화를 권고하여 왔다. UN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1988),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UN의 정치적 선언과 행동계획(1988) 등을 통해 자금세탁행위의 범
죄화, 혐의거래보고, 금융비밀보호법 완화 등의 입법화를 촉구하였다.
OECD는 1989년 자금세탁방지대책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을 출범시키고 자금세탁의 범죄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제고, 국제적 협력강화 등을 제시하는 40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이 대책반에는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폴란드, 체코, 헝가
리를 제외한 전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참가국 중 체코와 헝
가리는 FIU를 설립․운영중이고 폴란드도 FIU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따
라서 OECD 회원국 중 한국만이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의 사각지대로
남게될 처지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될 예
정이다. 외환자유화는 금융시장의 투명성제고,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외환규제의 완화를 이용한 범죄자금
의 세탁증가,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 증대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지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FIU제도(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영현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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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
으며 21개 국가의 FIU제도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주요국의 제도운영현황
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FIU제도 도입방안으로 첫째, 금융정보기구의 설치, 둘
째,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도입, 셋째, 금융기관 내 보고체계 구축 등 3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FIU제도 도입방안은
한국적 현실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보고서는 본원의 安炯徒 연구위원의 주도아래 집필되었으며
원내외의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은 본원의 尹昌仁
연구위원과 李炯根, 全準模 전문연구원이 주로 집필하였다. 제3장과 제4
장 2절의 주요국 사례연구를 위해서는 金于珍, 申承珉 전문연구원과 崔允

瀞 연구원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외국어대학교 지역학대학원의 공성
제 인턴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강호정 인턴 또한 본 연구의 사례조
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원고정리를 위해서는 柳宗希 연구조원이 많은 정
성을 쏟았다. 아울러 저자는 작성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재경부
FIU구축기획단의 김규복 단장 이하 소속직원들과 본원의 李康演 자문위
원, 王允鍾, 楊斗鏞 연구위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IU제도의 도입과정에 귀중
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0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李景台

국문 요약

지난 10여년 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
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
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
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
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
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
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
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
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45개 국가
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
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
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
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
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
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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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
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
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
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외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
를 일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
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
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
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
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 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
를 제공해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
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
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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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및 배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의 확대와 더불
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적으로는 긴밀한 국제협력을 추진해
왔다. 외환․자본거래를 일찍이 자유화한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마약
등 반사회적 범죄가 국제적 자금이동의 경로를 통하여 확산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자국내 금융기관
의 역할강화, 금융정보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각국 FIU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웍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약관련 자금세
탁의 처벌제도를 제외한 본격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또는 금융정보기구제
도)를 도입하지 않아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1999년 4월 1일 제1차 외환자유화 조치를 취한 한국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외환자유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외환자유화는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외환
규제의 완화를 이용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증가,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
증대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자금세탁방지체
계는 매우 낙후된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확대와 더불어 국
제적인 자금세탁의 중개지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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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사법제도, 금융
제도, 국제협력의 3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금세탁방
지를 위해서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를 마약 이외의 중대 범죄(serious
crimes)로 확대하고 자금세탁관련 수익과 재산의 동결, 압류 및 몰수를 가
능케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제도에 있어서는 자금세탁방
지를 위한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 혐의거래보고, 금융기관내 자금세탁방
지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금융정보기구(FIU)의 설치 등 관련 금융제도
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자금세탁은 많은 경우 국제적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국가간 정보의 교환, 몰수, 상호지원 및 범인인도를 위한 협력
을 위해 양자간, 다자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
융정보기구의 설치가 중요하다. 금융정보기구는 은행부문의 보호, 금융시
스템의 범죄적 남용조사, 금융범죄와 마약관련 자금세탁에 대한 법집행
지원을 목적으로 각국 내에 설립된 금융정보 집중 관리기관이다. 에그몽
1)

그룹(Egmont Group) (1996)의 정의에 의하면, 금융정보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해 ①범죄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에 관련되거나 ②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요청된 금
융정보를 접수(또는 요청), 분석, 그리고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
앙행정조직(A Central, National Agency)이다. 요약하면, FIU는 <그림 1-1>
이 보여주듯이 자금세탁범죄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관련 금융정보를 접
수, 분석 후 관련정부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심적인 기구이다.
FIU의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FIU는 금융기관과 일부 비금융기관이 보
고하는 범죄적 자금의 거래에 관련된 금융정보를 접수하고 관련 정부기
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여 총체적인 금융정보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한다. FIU는 동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범죄와의 연관성이
1)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증진과 개선을 위해 1995년에 조직된 각국 FIU의
포럼이다. 자세한 사항은 43쪽 이하를 참조.

16 金融情報機構(FIU)制度 導入方案

<그림 1-1> FIU 의 개념
1

금융기관

외국의 FIU

5

FIU
( 금융정보 접수 ,
분석 및 제공 )
3

1

2

비금융기관

4

법집행기관
( 검찰 , 경찰 , 국세청 ,
관세청 등 )

각종 정부기관 및
상업데이터베이스

1.
2.
3.
4.
5.

금융정보보고
추가적 정보 입수
분석결과 제공 , 수사의뢰
수사결과 Feedback
외국의 FIU 와 정보교류 및 국제적 범죄 수사협조

자료 : Egmont Group의 Information Paper(1999) 참고

포착된 거래에 대하여 법집행기관 및 수사기관에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FIU는 금융정보의 접수, 분석, 분석결과의 제공 기능을
한 기관에 집중시킴으로써 정보 처리과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또한 FIU는 금융거래보고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객의
금융비밀보장을 최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를
FIU에 일괄적으로 보고함으로써 법집행기관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데
서 발생하는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FIU는 혐의거래보고가 직
접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 가능한 고객의 금융비밀침해
우려를 최소화한다. 궁극적으로 FIU는 자금세탁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법집행기관을 지원하고 자금세탁관련 전제범죄2)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
2)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의 개념적 전제인 범죄로서, 자금세탁에 선행하여 행하여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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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할 것이다.
UN, OECD 등의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법 도입과 금융정보기구
(FIU) 설치를 통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구축 및 강화를 권고하여
왔다. UN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
(1988),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UN의 정치적 선언과 행동계획(1998) 등을 통
해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혐의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3)의
의무화, 금융비밀보호법 완화 등의 입법화를 촉구하였다. OECD는 1989
년 자금세탁방지대책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을
출범시키고, 자금세탁의 범죄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제고, 국제적 협력강화 등을 제시하는 40개 권고사항4)을 채택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바젤(Basle) 위원회는 자금세탁 등 범죄적 목적의 은행제도 이
용 방지에 관한 선언(1988)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과 은행감독
기관의 역할강화를 권고하였다. 또한 EU는 유럽공동체이사회조약(1990)
과 유럽공동체이사회 지령(1991)을 통하여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확대, 혐
의거래보고 의무화, 은행비밀법 완화 등 금융기관의 역할강화를 규정하
였다.
각국내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과 국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1995년에는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다. 본 그룹은 FIU의 개
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이에 부합하는 FIU만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자
금세탁방지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000년 10월 현재, 전세
를 뜻하며 이 범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유래한 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변이․전
환하는 과정이 자금세탁이다.
3) 혐의거래보고는 각국의 FIU가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하는 보고의 한
유형이다. 각 FIU는 자금세탁방지법, 금융거래정보보고법 등을 제정하여 금융거래시
에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G7 산하 금융안정포럼(FSF)은 2000년 4월 금융의 안정성 확보 및 경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12개 국제기준을 선정하면서 시장 완전성(Market Integrity) 분야의 국제기
준으로 FATF 40개 권고사항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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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에 금융정보기구가 설치․운영중이다. 한
편 아․태 지역과 카리브해 연안국가들도 지역차원의 국제기구(APG,
Caribbean FATF)를 설치하여 역내 국가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미
국 등 선진국과 UN, OECD 등 국제기구는 국제금융체계 개편의 일환으
로 각국에 보다 강력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00년 6월 FATF는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15개 국가의 명단을 발표
하였고 7월의 G7/G8 재무장관회의는 15개 국가에 대한 IMF 원조중단 등
금융제재방안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적 동향과 FATF가 15개
비협조 국가를 선정한 기준5)을 살펴볼 때, 한국이 FIU제도 도입 등 자금
세탁 방지제도 강화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국가적 신인도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외환자유화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도 매우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1년 1월 1일부터 제 2
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자금세탁을 위한 불
법자금의 유출입과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illegal capital flight)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인 불법자금은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으
면서 자금세탁 방지 관련제도가 미비한 국가를 자금세탁의 경유지로 이
용하는 경향이 있다. 1999년 이전 한국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를 엄격
히 규제함으로써 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
다. 외환자유화조치를 시행할 경우 향후 자금세탁을 위한 불법적 범죄자
금의 유출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국제적 자금세탁의 중개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과거의 엄격한 외환관리체제하에서도 신동아 그룹, 태일정밀, 이
지택 등 기업들이 거액의 국내자본을 해외로 유출한 바 있다. 외환자유화
는 무역가격 조작, 무역가장, 외화 밀반출, 부동산 및 증권거래에 있어서
5) 주요 선정기준은 자금세탁방지법, 고객확인 및 기록보관의무, 혐의거래보고제도, FIU
의 존재, 국제협력활동의 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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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조작 등을 통한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
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마약, 밀수, 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수익
의 자금세탁과 불법적인 재산도피 등 자본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
하여 금융정보기구(FIU)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6)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구축을
통해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살펴
보고, 제도 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금융
기관의 역할 등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제도
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는 먼저 21개국의 금융정보기구제도(FIU제도)에 대한 자료수집
과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에 대
해서는 해당국 금융정보기구의 현장방문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면
담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집적된 자료의 검토와 분석을 통
하여 각국의 금융정보기구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자료수집과 방문을 통하여 한국의 자금세탁 및 자
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유관기관의 활동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황과 주요국 금융정보기구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연구의 전과정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참조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의
6) 일본의 경우에도 98년 ｢신외환법｣ 제정으로 외환자유화를 단행하고 이듬해인 99년 ｢
조직적 범죄처벌법｣을 제정하는 한편 보완대책으로 FIU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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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파악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며 국내 유관기관의 활동현황과 현 체
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규범과
자금세탁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주요
국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특징을 간추려보고 특히 주요 6
개국의 FIU제도의 체계와 특징을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실정
에 적합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FIU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
장기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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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가. 자금세탁의 정의와 단계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7)을 지칭한다. 그러나 자금세탁은 여타 사회과학 용어가 그러하듯이
학자나 실무자들의 사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Walker(1995)는 자금세탁을 불법적인 자금이 경제에 투입되고, 이것이 다
시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강연(1999)
은 구체적으로 마약거래 등 범죄행위 내지는 불법활동 등으로부터의 수
익을 자금의 본질, 출처의 성격(source disposition), 유통 및 소유권을 숨기
려는 목적으로 이전․변형 그리고 적법자금과 함께 또는 별개로 전환 혹
은 혼합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장준오(1999)는 행위의 주체가 불법적
인 개인 혹은 단체, 또는 행위의 수단에 대한 불법, 합법적 여부와 관계없
이 조성된 자금을 은폐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전
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1988년 비엔나 협약에 의거한 OECD FATF의 규정(1990)은 몇 가지로
나누어 자금세탁을 설명하고 있다. 자금세탁은 첫째, 자산의 불법적 원천
을 은닉 또는 가장할 목적을 지닌 자산을 이동 또는 전환하는 행위로 이
러한 행위를 돕거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를 회피하는 행위, 둘
째, 자금이 범죄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금의
7) The process of disguising the illegal origin of funds in order to make them appear legi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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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발생 지역, 이동 경로, 그리고 소유 등의 사실을 숨기는 행위, 셋째,
거래 발생시 범죄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
한 자산을 획득, 소유 및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세탁으로 획득한 이익
이 범죄의 동기와 수단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전제 범죄
에 의해 발생한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세탁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추가적 범죄에 대한 동기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자금세탁 과
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에 동조
한 가담자들도 자금세탁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근본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과 함께 범죄목적의 사용을
억제하여 범죄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자금세탁 자
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금세탁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정
은 불법성을 규정하는 범위만큼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반자
금세탁 정책에 반영되는 범법행위는 마약거래, 밀수, 불법 무기매매, 고리
대금, 사기, 횡령, 뇌물수수, 납치, 강탈, 매춘, 대규모 탈세 등이다. 2000년
7월의 G-7 재무장관회의에서도 FATF의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
조를 강조하면서 테러, 마약거래, 조직범죄, 외국 공무원 부패 등과 관련
한 국제적 자금세탁에 대한 공조를 주지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은 배치(placement), 반복(layering), 통합(integration)
등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 배치단계는 범죄로부터 획득한 자금을 비밀
리에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물리적으로 국외로 이송하여 대량의 현금을
처분하려고 시도하는 단계이다. 대부분의 범죄자금은 현금의 형태로 획
득되나, 현금은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고 휴대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보다 이동하기 편리한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환전상, 위
조송장, 대리회사, 현금밀수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된다.
반복단계에서 자금세탁자들은 일련의 금융거래 단계를 거쳐 범죄자금
을 거래빈도, 거래량 등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만든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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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의 양도성 증서로의 전환,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및 귀금속의 구입후 매각 등이 이용된다. 자금을 복수의 국가를 거쳐 이
동시키며, 특히, 케이먼제도, 바하마제도, 네덜란드 안틸즈 등의 역외금융
시스템(offshore banking system)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통합단계에서는 불
법자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통합시켜 흡사 적법
한 출처에서 유래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명목회사를 통하여 구입된 부
동산의 매각대금, 총액이 부풀려진 위조 수출입 송장을 통한 자금의 세탁
등이 그 예이며, 이 단계에서는 자금의 적법, 불법의 구분이 매우 어려워
진다.

나. 국제적 자금세탁의 규모
자금세탁범들에게 있어서 범죄행위에 대한 비밀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
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수익 혹은 자금세탁 금액은 외부에 쉽게 노
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국제기구 혹은 법집행기구도 국제적인 자금
세탁산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자금세
탁 규모는 3,000∼5,000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 FATF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액을 2,0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이 거래 금액 대부분이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1987년 UN보고서는 연간 생산되는 마약 생산량을 추정하고 이에 근거
하여 세계적 마약거래 규모는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1994년 영국 Financial Times지는 연간 전세계 자금세탁 규모를 전세계 국
민총생산의 2%에 해당하는 5,00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
정규모는 마약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탈세 및 조직범죄에
관련된 자금세탁은 제외되어 있어, 세계 자금세탁 규모는 상당부분 과소
추정되어 있을 수 있다.8) 워커(Walker, 1998)는 ‘세계자금세탁흐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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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ling Global Money Laundering Flows)’에서 연간 전세계 자금세탁 규
모를 무려 2조 8,5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조 3,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세탁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9)

다. 국내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추정
1) 국내 자금세탁의 유형
자금세탁의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금세탁자 자신에
의한 자금세탁, 자금세탁자와 금융기관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 자금세
탁자와 제3자와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 자금세탁자와 금융기관과 제3자
와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장준오, 1999). 자금세탁
자 자신에 의한 자금세탁 수법에는 전신송금, 현금분할거래, 금융계좌(가
차명계좌)를 통한 단순거래, 자기앞수표의 전전유통, 전자카드나 전자화
폐 사용 등이 포함된다. 자금세탁자와 금융기관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
은 금융기관의 기업비자금 관리, 금융기관간 입출금 반복 및 수표 바꿔치
기, CD(양도성예금증서)나 무기명채권 거래 등을 포괄한다. 자금세탁자와
제3자간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으로는 부동산거래, 전위회사 혹은 유령
회사 이용, 정상적인 자금과 가차명계좌의 혼합거래, 매출전표 위조나 장
부조작, 은행대출로 위장하는 수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자금세탁자와
금융기관과 제3자간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의 예로는 위장무역거래, 단
자회사의 어음중개, 금융계좌(차도명계좌)를 통한 복합거래를 들 수 있다.
장준오(1999)에 의하면, 자금세탁 유형에서 자금세탁자와 제3자의 결탁
에 의한 자금세탁이 가장 많고(47.4%), 다음으로 자금세탁자 자신에 의한
8) 미국 국세청(IRS) 조사에 의하면, 1992년 미국 내 불법적 또는 합법적 자금의 세금회
피 규모는 2,670억 달러에 달하며, 총 탈세 규모는 1,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탈세 및 기타 범죄에 의한 자금세탁 규모를 마약거래에 추가하면, 자금세탁규
모는 알려진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9) http://www.ozemail.comau/∼born1820/mlmetho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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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40.5%)의 비중이 높다. 자금세탁자와 금융기관간의 협조에 의한
자금세탁(6.9%)과 자금세탁자, 금융기관, 제3자가 참여하는 자금세탁(5.2%)
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자금세탁 수법을 보면 자금세탁자 자신이 금융계
좌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21.6%)와 유령회사(17.2%)나 전위회
사(16.4%)를 앞세워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표 2-1
참조).
2) 자금세탁 관련 범죄유형
장준오(1999)에 따르면, 자금세탁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범죄로는 뇌
물, 횡령, 배임수재, 탈세, 사기, 문서위조, 매출전표 위조, 신용카드법 위
반, 재산도피, 폭력, 도박, 마약 ,밀수, 장물취득,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이 있다. 이 범죄 중에서 뇌물죄가 13.7%(23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기와 배임증․수재가 12.0%(각 20건), 횡령과 탈세가 10.2%(각 17건), 재
산 국외도피와 문서위조가 8.4%(각 14건), 매출전표 위조 및 신용카드법
위반이 6.0%(10건), 부정수표 위반이 3.6%(6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국내 자금세탁의 규모 추정
(가) 접근방법
자금세탁 금액은 적발되어 노출된 금액밖에는 없기 때문에 적발된 금
액이 전체 세탁금액의 일부, 즉 어느 정도 비율에 해당될 것이라는 추정
에 착안하여 자금세탁액을 산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
면 적발된 세탁금액이 10억 원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5% 정도 적발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200억 원이 전체 세탁 규모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
도 어느 정도가 적발되었는지를 자신 있게 밝힐 수는 없다. 더구나 한국
에는 현재 적발된 자금세탁에 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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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자금세탁의 유형 및 수법
유 형
자금세탁자
자신에 의한
자금세탁
자금세탁자와
금융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

자금세탁자와
제3자와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
자금세탁자와
금융기관과
제3자와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

빈도수

(%)

전신 송금

5

4.3

수

법

현금분할거래

11

9.5

금융계좌(가차명계좌)를 통한 단순거래

25

21.6

자기앞수표의 전전유통

6

5.1

소계

47

40.5

금융기관의 기업 비자금 관리

5

4.3

금융기관간 입출금 반복 및 수표 바꿔치기

3

2.6

소계

8

6.9

부동산 거래

3

2.6

전위 회사

19

16.4

유령 회사

20

17.2

정상적인 자금과 가차명계좌의 혼합이용

1

0.9

매출전표 위조 및 장부조작

12

10.3

소계

55

47.4

위장무역 거래

3

2.6

금융계좌(차도명계좌)를 통한 복합거래

3

2.6

소계

6

5.2

합계

116

100

자료: 장준오(1999), p. 108.

가용한 방법 중의 하나는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와 기소율 및 돈세탁
가능성, 적발가능성과 건당 금액을 추정하여 연쇄적으로 압축하여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연쇄비율방법(Chain-ratio method)이라고
한다. 자금세탁규모를 연쇄비율방법을 채택하고 기존의 연구10)에서 작성
된 통계자료 및 관련 자료를 적용하여 자금세탁규모를 추정하였다.

10) 장준오(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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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사건기록별 자금세탁 관련 범죄유형
범죄유형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뇌물

-

2

1

3

2

4

2

4

5

23

사기

2

2

3

1

2

3

3

3

1

20

횡령

-

1

2

1

3

3

1

4

2

17

탈세

2

1

2

1

-

1

4

4

2

17

재산도피

-

1

1

1

1

-

-

1

9

14

배임증수재

1

1

2

1

3

3

3

1

5

20

문서위조

1

-

1

2

1

3

1

1

4

14

매출전표 및
신용카드

-

1

2

-

-

1

3

3

-

10

부정수표

-

-

1

1

-

2

1

1

-

6

폭력

-

1

-

1

1

1

-

1

-

5

도박

-

-

-

-

-

1

-

1

2

4

밀수

1

-

-

-

1

1

-

-

2

4

장물취득

1

-

1

-

-

-

1

-

-

3

마약

1

-

-

1

-

-

-

-

-

2

기타

-

-

-

1

-

2

2

-

2

7

합계

9

10

16

14

14

25

21

24

34

167

자료: 장준오(1999), p. 111.

(연간) 자금세탁 범죄액
= 범죄유형별(1990-98)발생건수*범죄유형별 기소율*범죄유형별 자금세
탁 가중치/실 발생범죄 중 적발(가능)율*범죄당 평균세탁추정 금액
범위/9년

1990∼98(9년간) 기간 중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1990∼98 기간 중 재산
도피를 제외한 뇌물, 사기, 횡령, 탈세, 배임증수재, 문서위조, 신용․업무,
부정수표, 폭력, 도박, 밀수(관세법 위반), 장물취득, 마약 등 13개 주요 범
죄유형별 발생 사건 수(표 2-2)를 참조하였다. 범죄유형별 기소율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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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 기간 중 재산도피를 제외한 13개 범죄 유형별 평균기소율은 사기
14%에서 도박 76%까지 나타났다. 범죄유형별 자금세탁 가중치는 워커모
형(Walker Model)의 범죄유형별 자금세탁 비율(Proportion being laundered)
배정 기준에 따라 가능성이 높은 범죄(사기, 횡령, 탈세, 배임증수재, 밀
수, 마약)에 80%,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범죄(문서위조, 신용업무, 부정수표,
도박, 장물취득)에 10%, 그리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범죄(폭력)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11)
실제 발생범죄 건수 중 적발되어 처벌받는 비율은 과학적인 장비와 유
능한 인적자원으로도 자금세탁 전체의 10%를 적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1990∼98 기간은 자금세
탁에 대한 수사상의 인식이 낮았고 실제 적발율도 낮았을 것으로 보아
부정수표, 폭력 및 밀수의 경우 10%를 적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여타
범죄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5% 혹은 1%의 적발율을 적
용하였다. 범죄 당 평균 세탁추정금액 범위는 사건 당 범죄금액의 편차는
심할 것이나 하한 1천만 원에서 상한 5천만 원의 범주로 추정하여 계산
하였다.
상기 1990∼98 자료 및 일부 가정에 근거하여 연쇄비율방법을 통하여
한국 자금세탁 규모를 예측한 결과 그 규모는 약 35조 원에서 104조 원
사이로 추정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워커의 1998년 ‘세계자금세탁흐름 모
형’에 의하면, 한국은 자금세탁장소로서의 매력도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태국 등과 같은 부류로 중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금세탁발생장소로서는 전세계 13위로 자금세탁액의 0.7%를 차지하고
금액은 212억 4,000만 달러(약 23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
다. 한가지 유념할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세탁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
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금세탁
11) John Walker(1996),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ney Laundering In ＆ Through Australia,
AUSTRAC.

제 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29

규모의 과학적 추정에 유용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
다.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정의
1) 정의
자산도피(capital flight) 문제는 자산도피(capital flight)에 대한 합의된 정
의의 부재, 공표된 자료의 결여(자산도피에 대한 국제금융통계의 결여),
자산도피가 합법적 및 불법적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양자간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요인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또는 이해가 부족한 실
정이다. 자산도피는 합법적 및 불법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12) 합법
적인 자산도피(legal capital flight)는 자산운용을 외국으로 다각화하는 경우
에 발생하며 납세 후 자금(after-tax money)이 사용된다. 또한 합법적인 절
차와 필요한 규정을 따르며 도피자산은 이전된 외국의 기업 장부나 금융
기관에 등록된다. 외환위기시 아시아에서 유출된 자금의 대부분은 환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합법적 자금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자산도피(illegal capital flight)는 합법적이거나 또는 불
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자산도
피를 포괄하여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으로 정의한다. 불법적으로 유출
되는 자금의 창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단은 수입품의 과다가격 책정
및 수출품의 과소가격 책정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외국무역시 거래
12) Raymond W. Baker(1999), “The Biggest Loophole in the Free-Market System.”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pp.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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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조작(falsification of foreign trade prices)이다. 이러한 관행은 비밀스
럽게 이뤄지며, 서류상으로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행해진다.
두 번째로 많이 이뤄지는 불법적 유출자금의 창출 수단은 정부수반 및
고위관리, 국영기업관리자, 외교관, 군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정부패
이다. 불법적인 자금유출입의 세 번째 형태에는 지하시장에서의 현금거
래(black market currency deals) 및 소규모의 밀수(petty smuggling)가 포함된
다.
기타의 방법으로는 가공의 무역․서비스에 대한 지불, 브로커를 통한
상계거래(한쪽에서의 손실을 은폐), 정당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 경영 및
재산권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규모를 추산하기
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은 무역가격조작, 무역가
장, 환치기, 현금밀반출 등을 통해 합법적 또는 불법적 자금이 불법적으
로 국내외로 반출입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동기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부의 비밀
축적에 있다. 즉, 불법적 자금유출입은 비밀히 부를 축적하고 현지에서의
이윤배분 압력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뇌물을 해외계좌에 예치
하고 있는 정부관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구두약속에 의해 은밀하
게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이나 정부관리는 직접관련자, 법적 관계
자, 피고용인, 중간관리자, 여타 정부관리로부터의 부정자금 배분요구를
회피할 수 있다.
불법적 자금유출은 기업 및 정부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외로의 밀
어내기(push) 요인 이외에도 서방 기업 및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견인(pull)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외국의
민간과의 거래에 있어서 리베이트(kickback) 지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리베이트 지급은 수출입 권리의 획득 및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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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서방의 금융기관도 유력한 외국인에게
접근하여 여타 고객의 자금유출 방법에 대한 기법 제공, 해외 거래원의
소개, 필요한 신용과 서식제출 지원, 궁극적으로는 자금관리 등을 수행하
고 있다. 결국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은 부의 축적 은폐, 이윤배분 압력 회
피라고 하는 근본적 동기와 조세회피, 인플레․환율위험 최소화 등의 국
내적 밀어내기(push) 요인에 해외의 기업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견인
(pull) 요인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에 대한 대응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함
으로써 국가경제 운용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마
약․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외환거래
를 조사․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다.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외환거래정
보교환 전산망을 연결하여 기업의 외환거래정보, 무역관련 자료 및 과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통관관련자료와 연계 분석하는 조사정보분석시스
템 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전체
적발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하여 매우 큰 상황이다. 2000년
1∼7월 중 마약․밀수․불법외환거래 등에 대한 전체 적발실적은 총 1조
7,909억 원이었는데, 이 중 불법외환거래가 1조 2,875억 원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도 자체의 외환자료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방지
에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환자료간의 항목비교, 각종 신고자료, 재산
DB자료, 출입국 자료, 수출입 통관자료 등과 연계 분석을 통하여 특이 자
료 및 탈세혐의 자료를 출력하여 표본확인 및 내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
후 국세청은 누적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외환자료와 법인세신
고․부가세세금계산서․기타국제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국제거
래 법인의 조사대상 선정업무상의 과학화․정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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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
우리나라의 불법적 자금유출입에 대한 현황은 유관기관, 즉 관세청, 대
검찰청, 국세청에서의 적발 실적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세
청을 제외한 여타 기관의 자료는 비공개 관행, 건별 위주의 통계 작성 등
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입수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
면,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은 제1단계 외환자유화(99년 4월)를 시행한
1999년 중에 181건 9,138억 원에 달하여 1998년의 실적 75건 990억 원에
비하여 단속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2.5배, 9배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
다.
1999년의 경우 적발금액에 있어서 지급(밀반출) 부문에서 ‘수출채권 미
회수’를 통한 불법적 외화유출이 가장 많은 3,515억 원으로 전체의 1/3 이
상을 차지하였다(표 2-3 참조). 또한 적발건수에 있어서는 환치기가 가장
빈번(60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금액은 196억 원 상당). 밀반출입(지급 및
영수)에서는 무역 가장의 불법적 외환거래가 4,673억 원으로 가장 대규모
로 이루어졌다. 2000년 1∼10월 현재 불법외환거래의 적발은 198건 1조
4,019억 원에 달하여 1999년의 9,138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된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동 기간중 지급부문에서는 무역가장을 통한 불법적 외화유
출이 3,235억 원으로 수출채권 미회수 부문(3,208억 원)을 앞서고 있다.
밀수․마약․불법외환거래 등의 검거 실적이 증가하게 된 요인은 첫
째, 통관절차 간소화로 이를 악용한 밀수행위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의 증
가로 마약 소비가 급증한 점, 둘째, 전통적인 밀수단속 기능 이외에 마
약․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외환거래
를 조사․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마약조사 조직에 우수 인력을 배치
한 점, 셋째,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불법 외환거래뿐 아니라 마약 등
밀수우범자, 세액탈루 혐의자를 찾아낼 수 있는 조사정보분석시스템 을
구축․운영한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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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유형별 외환사범 검거실적
(금액단위: 백만 원)

1999

연도
구분

지
급

영
수

2000(1~10월)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휴대반출

29

2,267

27

4,156

13

258

환치기

60

19,573

89

33,585

117

260

가격조작

5

24,249

2

1,303

△60

△95

무역가장

8

248,926

4

323,565

△33

32

6

351,545

12

320,800

100

△9

기

타

58

34,178

40

183,614

△17

856

소

계

166

680,738

174

867,023

34

33

휴대반입

7

360

14

4,631

367

2,275

무역가장

(1)

218,426

(5)

230,823

400

6

채권미회수

환치기

-

-

3

2,260

-

-

기

타

8

14,303

7

297,201

△12

1,978

소

계

15

233,089

24

534,915

118

130

181

913,827

198

1,401,938

40

59

합

계

* ( )는 동일한 사건에 복수의 위반유형이 적발된 건수로 대표위반유형에 포함된 수
치임.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00. 12. 5).

< 표 2-4> 대검찰청의 재산국외도피 적발 현황
특정경제가중법
(재산국외도피)

1997

1998

1999

건

11

26

18

명

24

42

34

자료: 대검찰청, 검사수사범죄사건표, 각년도말

대검찰청의 자료는 적발 건수와 인원으로만 파악되고 있으며, 금액은
산출되지 않고 있다. <표 2-4>는 1997∼1999년 3년간의 적발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1998년에 재산국외도피 적발 건수 및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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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시 국회에서 자금세탁에 관한 법률이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이에 검
찰수사가 영향 받은 것으로 추론된다.
국세청(조사국 국제조사과)에서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자료를 입수
하고 있는바, 외환전산망의 건별 자체보고서 55종 가운데 9종(수입개설,
수입결제, 수입대지급, 당발송금, 타발송금, 외국통화매매, 외화수표매매,
외화예금, 비거주자 원화계정)의 자료를 받고 있다. 1999년 4월부터 2000
년 4월말까지 13개월간 2만 달러 이상의 은행 송금․수취 거래 자료 460
만건을 받아 이 중 약 100여 건의 특이자료 및 탈세혐의 자료 등의 혐의
거래 자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13)

다.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규모추정
관세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0. 1∼10월 기간 중 불법 외환거래 적발
액은 불법지급 8,670억 원과 불법영수 5,349억 원으로 합계 약 1조 4,019억
원에 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청의 발표자료를 기초로 하여 불법
유출입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접근하는 방법은 적발된 금액을 실제 불
법외환거래액의 일정 비율이 적발되었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
정 비율을 누구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정한 예측치
(point estimate)를 추정하는 것은 방대한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
한 대안으로 구간(interval)을 주어 추산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즉, 적
발금액을 추정하고자 하는 실제 불법유출입 금액의 일정 비율 사이에 있
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 때의 구간 비율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ⅰ) 연간 불법외화 유출입액 = 월평균 불법외환거래액*12개월/예상 적발율
13) 100여 건이라는 혐의거래의 수치는 방문인터뷰의 결과이며,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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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월평균 불법외환거래 적발액 = 1조4,019억 원/10개월 = 1,401.9억 원/월
(ⅲ) 2000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예상액 = 1,401.9억 원/월 *12월
= 1조6,822.8억 원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총 발생 불법거래의 10∼15%
정도를 적발하는 것은 매우 우수한 실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세청의 외
환 불법유출입 적발 비율을 매우 우수하다고 가정하면 20%, 그저 그렇다
고 가정하면 5%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환 불법유출입 적발비율을 5%에
서 20%까지 5%의 간격을 주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ⅰ) 20%를 적발하였을 경우 : 1조6,822.8억 원*100/20 = 8조4,114억 원
(ⅱ) 15%를 적발하였을 경우 : 1조6,822.8억 원*100/15 = 11조2,152억 원
(ⅲ) 10%를 적발하였을 경우 : 1조6,822.8억 원*100/10 = 16조8,2280억 원
(ⅳ) 5%를 적발하였을 경우 : 1조6,822.8억 원*100/5 = 33조6,456억 원

관세청은 2000년 초부터 외환조사과를 신설하고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
성하여 불법외환거래 조사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였기 때문에 학습과
정의 숙달정도를 고려하면 매우 우수한 적발율(20%)을 올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발족 첫해이기 때문에 의욕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으
리라고 볼 수 있어 적발율을 다소 여유 있게 가정하여 하한을 5%에서 최
대 10% 정도로 가정한다면 2000년 불법 유출입 추정액은 약 17∼34조원
으로 예측된다.

라. 대응과제
자금의 불법적 해외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정비, 유관
기관 협력강화 및 국제 공조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금융정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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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의 설립을 통해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유관기관 및
외국기관간 정보공유 관련 공조체제를 구축․운용하고, 정보수집․분석
및 혐의 추적을 지원하는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1)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방지
2001년 1월 1일부터는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시행할 예정인데, 주
로 거주자의 자본유출 거래 및 비거주자의 단기자본거래가 대상이 된다.
경상거래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대외경상지급거래 자유화 및 현물환 실수
요 원칙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경상거래 자유화 시행시 급속한 자본유출
에 대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유출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제도 등을 활
용하여 사후적 모니터링은 유지될 예정이다.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자
유화되어 신고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는 자본의 유출입을 더욱 가속화14)시켜 대내
외 경제여건 변화시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확대시키고, 대외지급의
자유화로 인해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 조치 가운데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외환매매 자유화
(실수요증빙 폐지)’, ‘해외송금․예금한도 폐지’ 등에 따라 합법적 및 불법
적 국내자금의 대규모 해외유출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한 외환거래의 증
가 및 복잡․다양화로 인한 국제수지표상의 오차 및 누락의 증대가능성
이 예상된다. IMF는 전세계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오차 및 누락이 전체
오차 및 누락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상대적으로
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오차 및 누락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15)

14) 제1단계 외환자유화(1999. 4. 1)가 실시된 이후 외환거래가 크게 확대되었는바,
1998년 일평균 외환거래량이 10.9억 달러였던 것에 반해 1999년에는 23.4억 달러
가 되었으며, 2000년 1분기에도 29.2억 달러에 달하였다.
15) IMF(1987), Report on the World Current Account Discrep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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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의 주요 내용
□ 경상거래 관련 주요 자유화 내용
- 대외경상지급거래 자유화
․해외여행경비 (기존 1만 달러)
․증여성 송금 (기존 건당 5천 달러)
․해외이주비 (기존 4인 가족 기준 100만 달러)
․교포의 부동산 매각 대금 반출 (기존 세대당 100만 달러)
- 현물환 실수요 원칙폐지
□ 자본거래 관련 주요 자유화 내용
-

거주자의 해외 예치 한도 (기존 법인 5백만, 개인 5만 달러) 폐지
해외신탁 허용 (현행은 전면 제한)
해외 증권취득 절차 자유화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외환매매 자유화 (실수요 원칙 폐지)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허용
비거주자의 만기 1년 미만 예금․신탁 제한 폐지

자료: 재경부 보도자료(2000. 12.).

따라서 향후 제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에 의해 그 증가가 예상되는 불
법자금의 대규모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수지표 상의 오차 및 누락을 축
소시키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
다. 특히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FIU와 같은 단일한 금
융정보체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2)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외화도피 조사 강화
불법적인 자금유출의 동기에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모두 존재하므로 국
내의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
금유출의 유인은 매우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0년 4월 현재 조세피난처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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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840여 개의 기업이 1,100여 개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는 2000년 1∼4월 현재 2억5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동
기간에 적발된 전체 불법외환거래(8,310억 원)의 약 30%에 달하는 수준이
다. 따라서 에그몽그룹을 통한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외화도피 조사
를 국제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외화도피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자료입수는 어려운 실정이다. 역외금융센터는 세금지원, 비밀
보장, 세금․감독의 부담 최소화, 유통관리․신고 자유화 등으로 외국 사
업체를 유치하는 구역으로, 허술한 감독과 규제 때문에 자금세탁의 중개
지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IMF는 금융안정포럼(FSF)을 통하여 역외금융센
터에 대한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전세계 42개 역외금융센터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제3그룹을 감독수준과 국제기준의 이행정도가 떨
어지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16) 따라서 제3그룹에 속하는 역외금융센
터와 거래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지하은행시스템(Underground Banking System: UBS)에의 대응
현재 국내에서는 아시아계 소수 민족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하
은행시스템인 UBS와 같은 정형화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이에 대
처하는 국내 제도가 미비할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한 자금유출 및
자금세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금세탁의 유용한 수단
으로 이용되고 있는 UBS의 대표적 사례는 인도의 하왈라(Hawala), 파키스
16) 제1그룹은 감독수준과 국제기준 이행정도가 높으며, 제2그룹은 일정수준의 감독은
이루어지지만 국제기준의 이행정도가 뒤처진다. 제3그룹에는 Auguilla, Antitua &
Barbuda, Aruba, Bahamas, Belize,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Cook Islands,
Costa Rica, Cyprus, Lebanon, Liechtenstein, Marshall Islands, Mauritius, Nauru, Netherlands
Antilles, Niue, Panama, Samoa, Seychelles,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Grenadines, Turks and Caicos, Vanuatu의 25개 역외금융센터가 있다. IMF(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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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의 훈디(Hundi), 홍콩의 페이첸(fei ch'ien)이 있다.17) 이는 자금이 국외로
반출되지는 않으며, 자국의 지하 은행에 입금하고 입금영수증을 받아 외
국의 지하은행에서 수수료(보통 5∼15%)를 제한 금액을 찾는 방식이다.
Hawala와 fei ch'ien의 경우, 각각 테러집단과 마약상인에 연계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밝혀진 바 있다.18)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거주자와 비
거주자간 외환매매 자유화가 진행되면, 범죄집단 등에 의한 UBS와 같은
지하금융의 활용 증대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발은 결국 FIU를 통한 국
제적 공조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가. 국내 유관기관의 현황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에 대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
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관기관은 관세청, 국세청,
검․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있다. 관세청, 국세청 등은 각 기관의 고유업
무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금융거래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물품의 수출
입 거래와 관련한 자료는 세관을 통해 관세청에 제출되며, 과세관련 자료
는 국세청에 제출되고 있다. 한편 검찰․경찰․국가정보원은 보다 포괄
적인 영역까지 포함한 불법적 금융거래에 관해 필요시 조사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국내 유관기관들은 고유 업무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금융거래 행위를 조사․분석해 왔으나, 최근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다변
화에 대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금세탁방지기구로서의 임무를 수
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17) Hawala, Hundi, fei ch‘ien의 의미는 각각 신분확인, 신용, flying money이다.
18) Richard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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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외화유출 주요 조사 대상
․수출대금 회수를 않거나 지연한 채 수입대금만 결재된 중개무역
사례
중개무역 가장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금액보다 수입
금액이 많은 업체

가격 조작

․국내 판매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이 높은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국내 판매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해외 실제 거래
가격에 비해 수출가격이 현저히 낮은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
․동질이거나 유사한 품질을 지닌 동종의 물품을 현저히 높은 가격
으로 수입하는 업체
․동질이거나 유사한 품질을 지닌 동종의 물품을 현저히 낮은 가격
으로 수출하는 업체

로얄티지급
위장

․기술도입 로얄티를 지불한 기록이 있으나 장기간 해당기술이 도
입되지 않은 업체

전문환치기
조직

․암달러상，사채업자의 위장거래

자료: 관세청 자료 참고

1) 관세청의 외환관리활동
관세청은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업무를 조사감시국의 조사감시과,
특수조사과 및 외환조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환조사과에서는
자금세탁 및 불법적인 외환유출에 관한 범칙자와 우범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외화유출 등 무역관련 불법외환거래 우범자를 효과적으로 적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분석시스템 개발을 1999년 11월에 완료하여
2000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관세청의 정보분석시스템은 사람, 물품,
환이동의 자유화에 따른 대외거래의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
세청은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밀수,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외환
거래검사권(97. 4)과 외환 및 대외거래수사권(97. 12)을 확보하고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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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관세청 정보분석시스템의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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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세청자료 참고

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관세청의 정보분석시스템은 외화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 혐의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정
보관리 및 분석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정보분석시스템은 불법 외환거래
뿐만 아니라 마약 등 밀수 우범자, 탈세 가능 업체도 찾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보분석시스템에서는 무역연계 불법외환거래, 마약 등 밀수,
탈세업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수출입통관 자료, 무역관련 외
환거래자료, 매출입자료, 출입국자료 등 연계분석하고 있다. 무역관련 외
환자료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하여 매일 자동적으로 축적하
고 있으며, 기타자료는 관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정보분석시스
템에 축적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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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외환거래 자료를 통관자료 등 대외거래관련 자료와 연계분석
하여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매
월별로 수출입 및 관련용역에 대한 외환지급액과 통관액의 일치여부를
비교분석하고 기업별로 통관 및 외환거래 등 대외거래의 시계열 추세분
석으로 외환도피, 자금세탁,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미국과 캐나다의 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구축하였는데 미국 관
세청의 종합정보시스템(TECS II: Treasury Enforcement Communication System)
의 경우 마약, 자금세탁 단속을 위하여 국세청 등 20개 이상의 정부기관으
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세관종합정보시스템
(ICES : Integrated Customs Enforcement System)은 이민국 등 정부기관과 연
계하여 자료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2) 국세청의 탈세방지 활동
국세청에서는 자금세탁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불법적
자금유출입을 통한 탈세에 관련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에
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 국제거래와 관련된 탈세정보의 처
리, 정부간 조세정보 교환업무, 외환전산망의 운영, 외환전산자료의 수집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경부, 관세청, 외환전산
망 등 자료를 이용하여 탈세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 및 법인별로 과세지표, 통관 및 외환
거래 관련 자료와의 연계분석으로 외화도피, 탈세 혐의자를 선별 조사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세청, 외환전산망 등의 일부 관련자료가 정기적
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세청은 외환전산망의 건별 자체보고서 55종 중 9종의 자료를 접수하
고 있는데 1999년 4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외환전산망으로부터 수집된 2
만 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는 총 460만 건에 달한다. 외환자료간의 항목비
교 및 각종 신고자료, 재산 DB자료, 출입국자료, 수출입 통관자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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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세청의 외환자료 관리 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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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세청자료 참고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이 있는 개별자료 및 탈세혐
의 자료를 출력하여 표본확인 및 내사를 실행하고 있다(그림 2-2 참조).
향후 관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자 분석에서 추출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며 모든 국내법인 및 외국․외국인투자 법인의 심리․내사
등의 조사 업무시 외환거래 자료를 기초자료로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세 신고․부가세 세금계산서․기타 국제거래 자료와의 연계분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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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제거래 법인 조사대상 선정업무의 과학화․정형화를 추진하고 있
다.
< 표 2-7>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은 외환거래 모니터링에 필요한 데이터의 효율적 수
집․관리 및 이용을 위해 모든 외환업무 취급기관과 외환정보 이용기관(재
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연결하는 전산망임.
- 이는 국제국 외환정보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외환자유화 시행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임.
□ 연결기관
- 2000년 9월 현재 외환전산망에 직접 연결된 참가기관은 96개(각종 협회 등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기관을 포함하면 약 3,000여 개)에 이름.
□ 자료의 수집
-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되는 보고서의 종류는 총 72종으로, 금융기관이 제
출하는 보고서의 종류는 48종이며, 금융기관의 보고부담 완화 차원에서 외
환예금거래, 송금거래 등 일부 보고서는 1,000달러 초과 시에만(건수기준 약
30%) 보고토록 하고 있음.
□ 자료의 활용
-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집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외환모니터링업
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이용기관에 보고하고 있음.
․재경부: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및 국내 투자동향 등 모니터링관련
자료, 현․선물환 등 외환거래동향과 조기경보지표 관련 자료
․국세청: 외국환매매, 외자송금 등 사후관리 자료(9종)
․관세청: 수출입관련 송금거래 등의 사후관리 자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 건전성감독관련 외환거래 자료
․국제금융센터: 외환거래동향과 조기경보지표관련 자료
□ 한국은행은 자금세탁과 관련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수집된 외
환거래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음. 이는 외환거래에 관련해서 일종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CTR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자료: 한국은행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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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 운영체제의 문제점
1) 체계적인 정보체제 미흡
현재 우리나라는 자금세탁 및 불법적인 자금도피에 대응할 수 있는 체
계적인 감시 및 조사체계와 담당부처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불
법적인 자금유출입, 자금세탁 등의 혐의자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 자료, 통관자료,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각종 관련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연계분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 체제하에서
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각종 관련자료가 관련 기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일회적이고 산발적으로 수집․관리․분석되고 있어 종합적, 체계적, 상시
적 수집 및 감시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2) 각 기관별 업무영역의 한계 노정
관세청과 국세청은 각각의 고유업무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의 영역에서 발생하
는 자금세탁 및 불법적인 자금유출 등에 대한 조사는 소홀하게 되어 법
률적․제도적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외
환도피, 관세포탈 등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조사하고, 국세청은 탈세에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더욱이 외환자유화와 금융시장
의 발전으로 외환거래 수법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자금세탁의 양상은
보다 정교해지고 규제의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적인 자금유출입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의 금융거래 내역까지도 필요하나,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와 같은 자
료의 이용에 제한을 받음에 따라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자금세탁과 불법적인 자금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기
관간의 공조체제가 필수적이나, 현 체제에서는 명확한 업무분담 및 역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자금세탁과 불법적인 자금유출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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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는 종합적인 자료의 검토와 분석이 요청됨에 따라 유관기관간의
자료공유와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관기
관간의 업무협조 활성화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3) 자금세탁 방지기능 부재
현재의 관세청, 국세청, 검찰 및 경찰 등에서의 불법적인 외환거래와
자금세탁에 관련된 조사는 주어진 제보나 사건 발생시 수사기관의 조사
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크게 부족하다.
현재 금융기관의 보고의무19)는 해당 금융거래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안 경우에 수사기관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종사자가 이 거
래가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및 업
무상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
의무조항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금융기관이 직접 수사기관
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은 보고시의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중
법정출두 등 보고자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보고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국제적 협력체제 결여
자금세탁과 불법유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보교환과 공조수
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OECD의 FATF, 에그몽그룹 등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자금세탁범죄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에 참여하지 않
고 있으며 국가 간의 관련정보교환 등을 위한 협력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미 전세계 53개 국가(지역)
가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유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담당기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 제2조와 마약류불법거래에 관한 특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금융거래가 불법수익임을
알게 된 때에는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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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고 있다. 이 국가(지역)들은 금융
정보기구(FIU)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효율적인 자금시스템을 운영하는 동
시에 국제적 정보의 공유 및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정보기구
가 부재한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은 국제협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다. 관계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법상 자금세탁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마약류불법거
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특례법)이다. 마약특례법은 1995년 12월
에 제정되어 마약거래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
하고 있다. 마약특례법에서는 불법수익을 은닉 및 위장하는 자금세탁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지도 및
음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와 제16조에 따르면 불법수익과 관련된 거래
와 재산은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다. 또한 동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종
사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자금이 불법수익에 대한 재산임을 알게 된 때”
에는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마약특례법 제5조 및 제11조, 마약특
례법 시행령 제3조).

마약특례법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자산이 불법자금임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의 혐의추적에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수사기관
이 아닌 금융정보기구에 의심이 가는 거래(혐의거래)를 보고토록 하고, 보
고내용은 동 기구에서 분석․분류 후 수사기관에 제공토록 함으로써 금
융기관 종사자의 법정출두 및 고객정보 누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안으로 1997년 7월 ｢자금세탁방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 본 법안은 당시 한보 비자금 사건 등으로 인한 여론의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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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마약특례법과 1997년 자금세탁 방지법(안)의 비교
마약특례법

대상 범죄 ․마약 범죄

금융기관의
보고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자산이 불법자금임을 알
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

금융기관이
기록유지 ․관련규정 없음.
의무
자금세탁
행위처벌

자금세탁 방지법(안)
․뇌물수수, 조직범죄 등
․조세범 및 관세범(한도규정)
․불법정치자금 수수，국가․지자체
회계관계 직원 등의 횡령․배임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자산이 불
법자금임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
에 신고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
여 실명확인 및 관련기록 5년 보존

․형사 처벌
․형사처벌
․자금세탁: 7년 이하 징역 ․자금세탁: 7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형
3천만원 벌금형
․몰수 및 추징규정 있음. ․몰수규정 없음.

자료: 마약특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안) 참고

요구에 따라 ｢금융실명법｣의 보완대책으로 성안되었다. 그러나 본 법안
의 내용을 살펴보면 FIU 제도의 국제적 기준과 달리 필요한 제도가 누락
되어 있고 국내의 경제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문제
점이 있었다. 본 법안은 “... [거래 자금의 범죄 관련성을] 알게 된 경우에
금융기관 종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
고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규정이었다. 또한 혐의거래 정보와
관련 국가기관의 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의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정보기구(FIU)의 필요성을 간
과하였다. 자금세탁의 처벌대상인 전제범죄의 선정기준 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6종에 불과하여 전제범죄를 확대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전제범죄 선정에 있어서는 양형기준, 자금세탁 발생 가능성 및
국제적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실효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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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하면서도 일반인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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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가. 배경
1980년대부터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은 마약범죄를 퇴치하기 위
하여 마약범죄 수익자금의 세탁을 불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그러
나 마약범죄를 비롯한 중대범죄들이 국제적․조직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각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범죄수사 등 형사 사법활동의 상호협력의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국제금융의 신
용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자금세탁방지가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 마
약 이외의 중대범죄들을 포함시켜 자금세탁범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이 요청되었고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로 다수의 자금
세탁방지 관련 국제협약들이 체결되어 왔다.

나. 국제규범의 수립연혁
국제규범의 수립과정은 주요 국제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1980년대 일
부 국가들에 의한 입법 단계, 1988∼90년까지 초기 주요 국제협약 체결
및 OECD의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 설립단계, 1990년대 이후 자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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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방지 관련입법이 각국으로 확산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1988년 이전: 개별국 대응
마약관련 자금세탁 문제에 관하여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은 1980년대에 자금세탁 관련 법률
을 제정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유럽이사회의 각료위원회에서 처음으
로 자금세탁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1980년 6월 27일 회원국들에 대하
여 ｢범죄로부터 발생된 자금의 이전 및 보유에 대항하는 수단에 관한 권
고｣를 발표하였다.
2) 1988∼1990년: 초기 주요 국제협약
UN은 1984년 12월 총회 이후 새로운 마약관련 국제협약을 추진하여
1988년 11월 25일 비엔나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에 관한
협약｣(일명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고 이를 20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1990
년 11월 11일부터 동 협약을 발효시켰다. 1988년 12월에는 국제결제은행
(BIS)의 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
제도의 범죄적 사용 방지에 관한 선언｣(바젤위원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한편 유럽이사회는 1990년 11월 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범죄수
익의 세탁, 수색, 압류 및 몰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3) 1990년대: 국제기구를 통한 주요 국제규범 수립
G-7은 마약자금세탁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1989년 OECD 산하에 자금
세탁방지대책반(FATF)을 구성했으며, FATF는 1990년 4월 40개 항목의 입
법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1년 6월에는 유럽연합이 회원
국들에 대하여 ｢자금세탁목적을 위한 금융제도의 이용 방지에 관한 이사
회 지령(Directive)｣을 제정함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입법활동을 추진하였다.20) 또한 1995년에는 전세계 FIU간의 협력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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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미국과 벨기에의 주도하에 에그몽그룹이 출범하였다.

다. 국제규범의 주요 내용
1) 비엔나 협약(1988. 11)
비엔나협약은 마약거래 방지에 관하여 전세계의 규범이 되고 있는 UN
협약으로써, 현재 우리나라(1998. 12)를 포함하여 140개국 이상이 비준하
였다. 동 협약은 마약 관련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몰수를 포함
한 형사처벌, 범죄인 인도 및 사법공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 제3조 제1항 (a)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관련 범죄를 규정
▶ 제3조 제1항 (b) : 마약관련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불법적인 출처를 은닉 또는 위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재산의 전
환이나 양도행위, 또는 그 재산의 본래 성질․출처․소재․처
분․이동․권리 및 소유권을 은닉 또는 위장하는 행위가 고의
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국내법상 범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제5조 제1항 : 각 당사국은 (a) 마약관련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 또는 이러

한 수익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 및 (b) 마약 관련범죄에 사용
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하였던 마약, 향정신성 물질, 기타 도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제6조 제2항 : 마약관련 범죄는 당사국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범죄에 포함

되는 것으로 봄.
▶ 제7조 제1항 : 당사국은 마약관련 범죄에 관한 수사, 기소 및 사법절차상 최

20)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에 대하여 명령하는 입법지침인 지령(Directive)은 유럽연합
내에서는 회원국간의 조약(Treaty) 다음의 法源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
범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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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 상호 사법공조를 해야 함.

2) 바젤위원회 선언(1988. 12)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금융시장이 범죄와 관련될 경우 금융기
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동 선언
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의 은행들이 이에 합치되는 정책과 관행을 채택하
도록 권고하였다. 동 선언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분을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자금세탁에 관련되었다고 판단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토록 함.
▶ 고객비밀보호에 관하여 국내규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집행당국과 전

적으로 협력해야 함.
▶ 만약 예탁된 자금이 범죄수익이거나 또는 그 거래행위가 범죄적 목적의

행위에 해당(criminal in purpose)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만한 사유가 있
을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 금융기관은 내부통제, 직원연수, 고객신분확인 및 거래기록보관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3) 유럽이사회 협약(1990. 11)
동 협약은 전문과 4장 4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본 협약의 기본취
지로서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들의 통일성을 증진하고 국
제적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형사정책(common criminal
policy)의 필요성, 중대범죄(serious crime)에 대처하는 효과적 방법의 하나
로 범죄수익의 박탈 필요성,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효율적인 국제
협력체제의 필요성 등을 밝히고 있다. 제1장에서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
(predicate crime)를 자금세탁의 대상인 수익을 발생시킨 범죄라고 정의하
여 이를 마약관련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내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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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치에 관하여 몰수(제2조), 몰수를 위한 조사 및 잠정조치(제3조), 세
탁범죄의 정의(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의
조치에 관하여 수사의 지원 및 몰수 등을 위한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유럽연합이사회 지령(Directive) (1991.6)
동 지령은 전문과 본문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에서는 지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이 범죄수
익의 세탁에 이용될 경우 발생할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저해를 방지하고,
둘째, 유럽의 경제통합에 따르는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제공
의 자유화가 범죄수익의 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지령에 의하면 자금세탁방지는 각 회원국의 국내사회를 위협하는
마약거래를 비롯한 조직범죄(organised crime)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마약분야에서의 자금세탁방지는 비엔나 협약(1988)에
의하여 이행되고 있으나, 기타 범죄에 관하여는 유럽이사회 협약(1990)에
서 제시된 바와 같은 형사적 수단(penal mean) 및 국제적 사법공조를 통하
여 자금세탁방지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형사적 접근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역할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동 지령은 유럽이사회의 권고
(1980)와 바젤위원회 선언(1988)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령 제1조는 자금세탁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자금세탁범죄행위의
세 가지 정범 유형을 제시하면서 가담, 공모, 교사 등 종범까지 포함하여
넓게 정의하고 있다. 다만 전제범죄가 외국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금
세탁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 및 금융기관은
거래개설시, 또는 거래금액 15,000 ECU 이상인 경우, 또는 보험료납부액
연간 10,000 ECU 이상인 경우, 또는 고객자신을 위한 거래가 아니거나 동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고객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조). 신용 및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수사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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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거래기록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제4조). 또한 신용․금융기관 및
그 직원들은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하여 당국과 협조하고, 자금세탁혐의
사실을 자발적으로 통보하며(제6조), 통보하기 전에는 그 거래를 자제
(refrain from)하여야 한다(제7조). 통보 사실은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제8
조), 통보 기관 및 직원은 면책되어야 한다(제9조). 또한 관계당국에도 통
보가 되어야 한다(제10조).
신용 및 금융기관은 내부적 통제 및 보고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직
원들을 훈련시켜야 한다(제11조). 신용 및 금융기관 이외에도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 사업에 본 지령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12조). 회원국간의 연락을 맡을 위원회를 설치하고(제13조), 본 지령의
이행을 위한 조치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4조). 동 지
령은 각 회원국이 1993년 1월 1일 이전까지 위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
구하였으며(제16조), 이에 따라 회원국인 유럽 각국은 자금세탁방지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5) UN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치적 선언 및 행동계획(1998. 6)
1998년 6월 10일 “세계 마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최된 UN총회
제20차 특별회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및 이와 밀접히
관련된 테러집단 및 다국적 조직범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되
고 균형있는 접근방법(integrated and balanced approach)에 의한 국제적 협
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마약거래 등 범죄수익자금의 세탁은 금융시장을 왜곡시키는 시장자
유화의 장애물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에그몽그룹과
같은 정보네트워크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상과 같은 인식 하에
동 선언은 모든 국가가 범죄수익의 확인, 동결, 압류 및 수색, 국제적 협
력 및 자금세탁관련 사안에 관한 상호 법률지원, 고객 신분확인 및 금융
기록보관, 혐의거래보고, 자금세탁 예방, 수사 및 처벌에 장애가 되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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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비밀 철폐 등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현황
가. OECD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
1) 설립배경
OECD의 자금세탁방지대책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은 1989년 파리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
방지와 이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상들의 지시에 따라 설
립되었다. FATF는 자금세탁에 대응하는 정책의 개발과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기구이며, 이러한 정책은 범죄수익이 장래의 범죄활동에 사
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 FATF는 40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 권고사항은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해야 할 형법제도와 수사, 금융시
스템과 규제, 국제협력에 대한 각종 필요조치의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
하고 있다. 40개 권고사항은 1996년에 1차 수정을 거친 바 있다. FAT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40개의 권고사항을 3년 내에 이행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해 상호평가를 약속하여야 한다.
2) 주요 활동
FATF의 주요 활동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연례 자체평
가와 상호평가를 통해 회원국의 자금세탁 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감독
한다. 둘째, 자금세탁의 추세, 기법과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40개 권고사항
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다. 셋째, 비회원국들이 FATF의 권고사항을 채택,
이행하도록 권고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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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FATF 40개 권고사항의 구성
A. 총칙(General Framework of the Recommendations)
- UN 비엔나 협약의 비준 및 이행
- 금융기관의 비밀보장법(Financial Institution Secrecy Law)은 본 권고 실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자금세탁에 대한 사법적 공조체제 확립
B.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사법제도의 역할
- 자금세탁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조치
- 불법자금세탁의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외에 금융기관의 형사책임 규정
- 자금세탁관련 불법재산을 사법당국이 몰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C.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제도의 역할
- 금융기관(비은행 포함)의 가명 및 무기명계좌 보유 금지
- 계좌개설 등 최초거래 및 거액 현금거래시 고객의 신분확인․기록
- 거래자가 진정한 수익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진정한 수익자 확인 노력
- 금융거래기록의 5년 이상 보존
- 범죄수익인 것으로 의심이 가는 자금은 당국에 신속보고
D. 국제협력의 강화
- 자금거래 등에 관하여 국가간 정보교환
- 범죄수익의 몰수․소추․범인인도 등에 사법공조 시행
자료: 40 Recommendations on Money Laundering, FATF.

3) 회원국
FATF에는 OECD 회원국(29개국)중 25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아르헨티
나, 브라질 등 29개국이 가입해 있다. 기관회원으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의 2개의 국제기구
가 있다.21)
4) 연간 활동 및 성과22)
21) FATF에는 2000년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또
한 OECD 회원국중 未가입국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의 4개국이다. 이중 체코,
헝가리는 FATF에는 미가입국이나 FIU를 운영중이며, 폴란드는 FIU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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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89∼1990(Annual Report February 1990): 의장국 프랑스
1989년 7월 파리 G-7 정상회의에서 자금세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상들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FATF를
결성하는 데 동의하였다. 최초 가입국은 정상회의 참가국(미국, 일본, 독
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캐나다, 유럽집행위원회)과 8개국(호주, 오스트
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16개 국
가(기구)이며 FATF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세탁 통계 및 수단, 법적 문제,
행정 및 재정분야 협력 등 각 분야에 주력하는 3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설치되었다.
(나) 1990∼1991(Annual Report May 1991): 의장국 프랑스
1990년 4월 FATF는 포괄적 자금세탁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40개의 권고
사항을 발표했으며 이 권고사항은 1990년 5월 가입국 재무장관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또한 재무장관들은 FATF 임무를 1년 연장하고, 권고사항 이
행을 촉진하는 데 동의하였다. FATF에의 가입국 확대에 따라 자금세탁퇴
치 프로그램을 OECD 가입국 및 주요 금융중심지역으로 확장하는 토대
가 마련되었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
이, 포르투갈, 터키, 걸프협력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가 신규로 가
입하였다. 또한 FATF의 의장, 사무국, 가입국 확대 등 FATF의 향후 역할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 1991∼1992(Annual Report June 1992): 의장국 스위스
FATF 회원국의 장관들은 FATF의 존속기간을 3년간(1991∼94) 연장하
는데 동의하고, 3년 후 검토 과정을 거쳐 FATF의 임무 및 활동프로그램
의 연장이 필요할 것인지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다. 1991년 9월 사무국
22) 1990년부터 발간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 기초하고 있으며, 2000년 6월 현재
11차례의 연례보고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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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ECD 내에 설립되었고, 아이슬란드와 싱가포르가 가입함으로써 회원
국은 2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1991∼92년도 FATF의 주요 임무는 40개의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Self-assessment) 및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 권고사항 채택 및 이
행을 위한 비가입국 설득, 자금세탁 기법 조사 및 대응조치를 위한 권고
사항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등이다. 40개 권고사항 이행에 대
한 자체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1991년 9월 상호평가 절차를 수립, 이행하
여 프랑스, 스웨덴, 영국, 호주가 1차 상호평가를 받았다. FATF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FATF의 확산 전략, 비가입국에 대한 행동계획
(Action Plan) 등이 논의되었다.
(라) 1992∼1993(Annual Report June 1993): 의장국 호주
1992∼93년에 걸쳐 40개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가 시행되었으
며, 덴마크, 미국,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위
스에 대한 상호평가가 있었다. 자금세탁 동향 및 기법에 대한 연구(199
2∼93)가 추진되었고 구체적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유령회사,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비금융기관, 비은행금융기관, 고객 신원확인, 전자자금
이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마) 1993∼1994(Annual Report June 1994): 의장국 영국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존속기간을 5년간(1994∼1999) 연장하
기로 결정하고,23) 가입국들의 반자금세탁 정책의 진전상황 검토, 자금세
탁 기법 및 대응조치 파악, 자금세탁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추진 등을
향후 5년 동안의 주요 임무로 설정하였다. 또한 마약밀매와 관련된 자금
세탁에 대해 주력하는 한편 조직범죄 수익의 세탁도 다루기로 하였다.
23) FATF의 임무를 향후 5년간(1994∼1999)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1994년 6월 OECD의
각료이사회(Council at Ministerial Level)에서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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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94년 자체평가를 시행한 결과 가입국들은 40개의 권고사항을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가입국은 마약자금세탁을 범죄
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또한 모든 가입국이 금융기관의 혐의거
래보고를 권고했으며 19개 국가/지역에서는 은행의 혐의거래보고를 의무
화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자금세탁 동향 및 기법에 대한 연구가 실행되었
고 구체적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유령회사 및 기타 법인, 자금세
탁에 이용되는 비금융기관, 비은행금융기관, 고객 기록보존, 전자자금이
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바) 1994∼1995(Annual Report June 1995): 의장국 네덜란드
40개 권고사항 이행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
며, 반자금세탁프로그램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당국의 역할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싱가포르, 터키,
아루바, 네덜란드 7개국에 대한 상호평가가 완결되었다. 혐의거래보고제
도 및 절차에 대한 상호검토도 실시되었다. 특히 아시아지역 비가입국의
사법부와의 협력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
력도 크게 강화되었다.
(사) 1995∼1996(Annual Report June 1996): 의장국 미국
FATF는 1990년에 발표했던 40개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1996년 개정된 40개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권고안에서는 자금세
탁의 전제범죄를 마약밀매 이외의 범죄로 확장하고, 혐의거래보고를 의
무화하였다. 또한 유령회사 및 고객신원확인 강화, 국경간 현금이동 감시
및 통제 이슈에 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FATF와 금융서비스분야 대표들간에 자금세탁 퇴치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전세계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책에 대한 연례
조사를 실시하고, 1996년에 최초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하였다.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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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수단 및 유형 보고서(Money Laundering Methods and Techniques, 1996)
에 따르면 현금 밀수, 환전상 이용 등 전통적 자금세탁 수단이 여전히 많
이 이용되고 있으며 보험․증권․전자 지불(electric payment) 등의 새로운
수단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구소련 및 동구권에서의 자금세탁
이 심각해지고 있다. 40개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1995∼96)가 실
시되었으며, 프랑스, 스웨덴의 상호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가입국에의 대응정책을 논의하고, 1996년 4월 최초로 이러
한 정책을 터키에 적용하였다.
(아) 1996∼1997(Annual Report June 1997): 의장국 이태리
자금세탁 기법 및 동향에 관한 연례 조사보고서(1997)를 발표하고 자금
세탁 규모의 추정작업을 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전상, 송금기관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40개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1996∼97)가 실시되었으며, 호주,
영국, 덴마크,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6개국에 대한 상호평가가 이루어
졌다. 또한 가입국들의 범죄수익 압수 관련 법적조항 및 고객신원확인 현
황에 대한 비교 평가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FATF의 국제적 반자금세탁
협력도모 전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유관기관과의 접촉 및 협력이
강화되었다. 특히 카리브해 자금세탁방지대책반(Caribbean Financial Action
Task Force; CFATF)의 가입국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자) 1997∼98(Annual Report June 1998): 의장국 벨기에
1998년 4월 회원국 장관들과 유럽연합 금융서비스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Financial Services)은 FATF의 임무를 5년간(1999∼2004) 연
장하기로 합의하고 FATF의 향후 5년간 활동 계획안을 승인하였다. 향후
5년간 FATF의 주요 임무로는 자금세탁을 퇴치하기 위한 FATF 노력의 전
세계 확대, FATF 가입국들의 40개 권고사항 이행 개선, 자금세탁 동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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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책의 검토 및 강화가 발표되었다.
40개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1997∼98)가 실시되었으며, 캐나
다,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일본, 그리스의 상호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가입국에의 대응정책을 오
스트리아와 캐나다에 적용하였다. 전세계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책에 대
한 연례 조사보고서(1998)를 발표하고, 금융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기간동안 FATF의 국제적 노력이 많은 성과
를 거두어 유럽이사회는 자체 평가 및 상호평가를 위한 Select Committee
(PC-R-EV)를 설립하였으며, 역외금융감독그룹(Offshore Group of Banking
Supervisors: OGBS)은 FATF의 40개 권고사항을 승인하고 회원국들의 상호
평가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차) 1998∼1999(Annual Report July 1999): 의장국 일본
40개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1998-99)가 실시되었으며, 스페인,
핀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홍콩, 중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싱가포
르, 포르투갈, 터키, 아루바, 네덜란드에 대한 상호평가가 이루어져 2차
상호평가가 완결되었다. 또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가입국에의 대
응정책이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에 적용되었다. 자금세탁 유
형 및 대응책에 대한 연례 조사보고서(1999)를 발표하였다.
이 기간의 연구는 유로 통화단위 및 거액 은행수표, 역외금융센터 문
제, 외국법인의 수혜자 신원확인, 새로운 지불수단 개발로 제기되는 문제,
금시장의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적 반자
금세탁 협력 도모를 위해 1998년 10월 아테네에서 흑해경제협력체(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적 자금세탁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CFATF 및 유럽이사회의 Select Committee(PC-R-EV)
는 각 회원국들의 자금세탁규제 상호평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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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1999∼2000(Annual Report June 2000): 의장국 포르투갈
본 회기 중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3개국을 FATF의 정식 회
원국으로 가입시켰다. APG, CFATF 등 FATF와 유사한 각 지역별 자금세
탁기구 및 국제기구의 활동을 환영하였다. 바하마․버뮤다․이스라엘․
모나코 등 26개 국가(지역)의 자금세탁 제도를 평가한 후 이중 15개국을
비협조적 국가(지역)로 분류하고, 사업관계 및 거래시 특히 주의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미시정시에는 향후 대응조치 채택을 검토키로 하였
다.24)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터키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오스트리아․캐나다․일본이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이룬 진전을
크게 평가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익명계좌제도로 인해 회원국 자격정지라
는 위기에 처했으나, 2000년 6월 동 제도를 폐지하는 은행법의 개정을 단
행함으로써 FATF 회원국으로 계속 인정받게 되었다. 캐나다는 2000년 6
월 자금세탁 범죄수익금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FIU의 가동을 준비
중에 있다. 일본은 1999년 8월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고 2000년 2월부
터 시행중에 있으며, FIU(특정금융정보실)를 설치하였고 2000년 5월에 에
그몽그룹에 가입하였다.
FATF는 인터넷상 은행거래의 취약성, 여타 송금시스템의 확산 등 현행
및 향후 자금세탁 위협문제를 검토하고, 이행절차에 관한 지침 및 정보교
환 연락창구 마련, 회원국 FIU로부터 조세당국으로의 정보전달상 문제점
검토 등의 과제에 착수하였다. 특히 회계전문가와의 논의는 자금세탁을
확인하고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간․전문가간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4) 15개 국가(지역)는 바하마․케이먼군도․쿡군도․도미니카․이스라엘․레바논․리
히텐슈타인․마샬군도․나우루․니우에․파나마․필리핀․러시아․St. 키츠와 네비
스․St. 빈센트와 그라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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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FATF 연례보고서의 주요내용
연도

주요 내용

의장국

․G7 정상회의에서 FATF 결성 합의
․최초 가입국 16개 국가(기구)
1990
․3개 작업반(자금세탁 통계 및 수단, 법률문제, 행정 및 재정분
야) 설치

프랑스

․포괄적 자금세탁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40개 권고사항 마련
1991 ․덴마크, 핀란드, 걸프협력위원회 등 10개 국가(기구) 신규 가
입

프랑스

․40개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평가 강화, 프랑스, 스웨덴, 영국,
호주 1차 상호평가, FATF의 확산전략, 비가입국에 대한 조치
1992
방안 논의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2개국 신규 가입

스위스

․자체평가 및 덴마크, 미국,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오스트리
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상호평가 완료
1993
․유령회사․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비금융기관․비은행 금융기
관, 고객신원확인,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점 논의

호주

․마약관련 자금세탁에 주력하면서 조직범죄 수익의 세탁도 포
함
1994
․가입국 대부분이 마약자금세탁을 범죄화하는 법안 제정, 19개
국가(지역)에서 은행의 혐의거래보고를 의무화

영국

․반자금세탁프로그램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당국의 역할 진전
1995 ․아시아지역 비가입국의 사법부와의 프로그램 협력 확대, IMF
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

네덜란드

․40개 권고사항 개정(자금세탁의 전제범조를 마약밀매 이외로
확장, 혐의거래보고의무화 등)
1996
․전세계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책에 대한 최초의 연례 조사보
고서 발표

미국

1997

․호주, 영국, 덴마크,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6개국의 상호평
가 실시
․Caribbean Financial Action Task Force (CFATF)와 양해각서 체결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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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퇴치 노력을 전세계로 확대, 회원국들의 40개 권고사
항 이행 개선, 자금세탁 동향․대응책의 검토 및 강화를 향후
1998
5년간 중점 과제로 선정
․유럽이사회는 자체 평가 및 상호평가를 위한 Select Committee
설립
․스페인, 핀란드, 룩셈부르트, 아일랜드, 홍콩, 중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포르투갈, 터키, 아루바, 네덜란드에 대
한 상호평가 실시
1999
․흑해경제협력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 자금세탁 세미나
개최

벨기에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3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등 FATF와 유사한
각 지역별 자금세탁기구 및 국제기구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
포르투갈
2000
가
․15개 비협조적 국가(지역)를 선정해 사업관계 및 거래시 특별
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未시정시 향후 대응조치 채택을 검토
자료: FATF Annual Reports(1991∼2000).

나. 에그몽그룹 (Egmont Group)
1) 설립배경
지난 10년 동안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에 대응하여 FIU를 설립해왔으며,
특히 1995년 이후 다수의 FIU가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6월 미국과 벨기에는 전세계 FIU간의 회의를 브러셀에서 개최하
고 FIU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비공식기구인 에그몽그룹(Egmont Group)
을 출범시켰다. 에그몽그룹의 명칭은 첫번째 회의를 브러셀의 에그몽-아
랜버그궁전(Egmont-Arenberg Palace)에서 개최한 것에서 유래한다. 에그몽
그룹의 설립목적은 각국 FIU간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FIU의 신규설립
을 지원하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에그몽그룹의 주요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FIU설립 장려,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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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전 FIU의 에그몽 웹사이트 접속 추진, 훈련 프로그램과 워크샵 개
최, 인적교류 촉진, 실무그룹 확대, 정보교환을 위한 적절한 양식 개발 등
이다.
2) 에그몽그룹 회의의 주요내용
(가) 제1차회의(Brussels, Belgium 1995. 6)
국가별로 FIU의 규모, 구조, 특성은 다르지만 FIU국가들의 공동목적은
자금세탁방지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동협력을 선언하였다. 에그몽그
룹의 목적은 특히 정보교환과 전문지식의 공유부문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회원국간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제2차회의(Paris, France 1995. 11) 및 제3차회의(San Francisco, U.S.A.
1998. 4)
제1차회의에서 합의된 법률(legal), 기술(technology), 훈련(training) 등 3개
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설립되었다. 제1차회의시 이슈였던 회원국간
의 정보교환과 상호협조체제가 재차 검토되었다.
(다) 제4차회의(Rome, Italy 1996. 11)
30개 이상의 국가와 4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에그몽그룹은
FIU간의 진일보한 협조체제 구축을 추진하였다. 각국의 FIU 또는 유사기
구의 기능과 공동목적을 검토하였으며, 기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의
구분을 위해 FIU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에그몽그룹의 정의에 의하
면, FIU는 단일의 중앙, 행정 기구로서 금융정보의 접수, 분석, 관련기관
의 제공을 통하여 자금세탁의 적발과 방지를 도모한다.

제 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67

(라) 제5차회의 (Madrid, Spain 1997. 6)
제5차회의에는 35개의 국가와 5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하였다. 논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별 자금세탁방지 활동성과와 목적을 서술한 성명서(Statement of Purpose)를 채택하였다. 로마회의에서 결정한 FIU의 정의를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고 평가작업을 수행하였는바, 그중 28개 국가가 에그몽그
룹의 FIU개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 제6차회의(Buenos Aires, Argentina 1998. 6)
제6차회의에는 에그몽그룹회의 사상 처음으로 각국 FIU 최고대표가 참
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에그몽그룹의 FIU설립조건을 충족시킨 10개
의 국가를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FIU의 설립을 지원할 확대
지원작업반(Outreach Working Group)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바) 제7차회의(Bratislava, Slovakia 1999. 5)
제7차회의에서는 10개의 국가가 에그몽그룹의 FIU회원국으로 신규 가
입하였다. 또한 기존의 기술작업반(Technology Working Group)을 훈련작업
반(Training Working Group)과 통합하여 훈련 및 통신작업반(Training/Communications Working Group)을 설치하였다. 사무국 대신 국별 순번제로 상
설행정지원(Permanent Administrative Support)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미
국의 FinCEN은 4년 동안 자발적인 행정지원(administrative assistance)을 제공
해 왔는데 향후에는 2년 주기로 네덜란드 MOT가 상설행정지원(Permanent
Administrative Support)을 2001년까지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프랑스의 TRACFIN
이 2년간 담당키로 하였다.
(사) 제8차회의(Panama City, Panama 2000. 5)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일본, 루마니아의 5개국을 신규회원국
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법률작업반(Legal Working Group)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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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Statement of Purpose)의 수정작업과 협력원칙(Collaboration Principles) 작
성 작업을 수행키로 하고 훈련 및 통신작업반(Training/Communications Working
Group)은 48개 회원국으로부터 각국의 FIU에 대한 정보를 수집키로 하였다. 확
대지원작업반(Outreach Working Group)은 FIU 설립지원을 위해서 대상국
에 협력관(contact point)을 정하고 대상국의 관련법률과 규제 연구를 수행
키로 하였다. 2001년도 에그몽그룹 총회는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며 2002년
도에 총회는 멕시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3) 회원국
에그몽그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그룹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에그몽그룹의 기준은 첫째,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도입, 둘째, 국내의
법 또는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의 보고 체계 확립, 셋째, 자금세탁관련 금
융정보기구 설치 등이다. 2000년 5월 현재 에그몽그룹은 53개 국가 또는
지역의 FIU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25)

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태 그룹(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
1) 설립배경
1995년 4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PEC 재무장관회의는 아․태
지역의 거시 이슈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자금세탁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
하였다. 이에 아시아 자금세탁방지대책반의 설립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
25) 아루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버뮤다, 볼리비아, 브라질, 버진군도, 불가리아, 칠
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싸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에스토
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건지,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만군도, 이
태리, 일본, 저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모나코, 네덜란드, 앤틸
리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
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베네주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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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PG를 출범, 호주에 APG 사무국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FATF는
세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아․태 지역에서 “인식제기(awareness raising)”
를 시작한 바 있는데 이에 호주가 지역차원의 공약을 토론하고 지역 그
룹을 설립할 목적으로 사무국을 설립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그 결과 1997
년 2월에 태국 방콕에서 APG의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호주
에 사무국을 둔 APG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2) APG 의 목적/임무
APG의 목적은 FATF의 40개 권고사항에 제시된 대로 국제적인 자금세
탁방지 기준의 채택․이행․집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혐의거래
에 대한 보고 및 조사,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상호법률지원․재산몰수․
본국송환․범죄수익 등을 처리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APG의 활동 목적은 첫째, 자금세탁의 성격, 범위, 영향에 관한 이해 제
고, 둘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종합적 조치에 대한 합의, APG가 인정하
는 종합적인 자금세탁방지 조치의 시행, 넷째, 이행 상황에 관한 체계적
이고 정기적인 검토 등이다. APG의 임무는 전 세계적인 자금세탁 문제에
대해 지역적인 공동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APG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원국과 기타 관련국가에 자금세탁에 관한 전문기술 및 인력 제공
▶ APG 총회 및 작업반, OECD의 FATF, 호주의 FATF/APG 조정그룹

(Australian FATF/APG Coodination Group) 등에 대한 자문 및 보고
▶ APG 연례회의 및 기타 회의의 기획 및 수행
▶ 호주와 외국당국(특히 외국의 법집행당국)간 연계,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

한 조언 및 정보 제공
▶ APG의 작업 및 그 지역적인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국제․지역 기

구와 효과적인 업무관계 확립․유지
▶ 정보교환 메카니즘 구축 및 금융수사기술의 향상 지원 등 APG의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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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 훈련전략 수행
▶ 아․태 지역 국가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평가 수행과 평가 메카니

즘 마련

3) 최근 활동 및 성과
APG는 1998년 3월 10∼12일 동경에서 제1차 연례회의를 개최한 이후
2000년 5월 호주 시드니 회의까지 세 차례의 연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가) 제1차 연례회의(Tokyo, Japan 1998. 3)
제1차 연례회의에는 16개 회원국과 9개 옵저버, 7개 국제기구 등이 참
석하였다. 16개 회원국은 호주, 방글라데시, 대만, 피지, 홍콩,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미국, 바누아투
등이며 9개 옵저버로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지아, 네팔, 파키스탄, 영국, 베트남이 참석하였다. 국제기구로는
ADB, FATF, IMF, 인터폴, 세계은행, 금융감독관역외그룹(Offshore Group
of Banking Supervisors), 세계관세기구 등이 참석하여 APG활동을 지원하였
다.
제1차회의에서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적 난관
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과 규제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APG는 각국의 법률, 금융,
법집행 부문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워크샵을 구성하
였으며, 이들 전문가는 APG의 후원 하에 자금세탁 방지 전략을 발표하였
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
(FATF의 40개 권고사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실행계획의 내용은 APG 3개 실무그룹(법률그룹, 금융그룹, 법집행그룹)
의 제안 과제 수행, 둘째, 원활한 APG 체제 운영에 필요한 역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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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각 워크샵의 주요 논의 결과
워크샵
그룹

주 요

논 의

내 용

법률
워크샵

․각국의 자금세탁, 은행비밀, 본국송환, 상호법률지원협정 등에 관한
현행법 및 정보 수집
․동 정보에 대한 요약본 및 연락창구 등을 1998년 5월말까지 사무국
에 제출하기로 합의

금융
워크샵

․각국은 고객확인,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서 제출 및 보고에 대한
면책조치 등이 규정된 법․규제․정책․절차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
감
․회원국에 제공되는 안내서에 기재될 현행 은행비밀법․규제․정책,
정보공유절차, 연락창구 등의 정보를 제출하기로 합의
․APG가 기술지원전략 및 훈련 계획을 개발하기로 합의

법집행
워크샵

․FIU 설립문제, 법집행당국과 금융기관간 협조 개선방안, 규제되지
않는 송금서비스․역외금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역내 유형론회
의(typologies meetings) 개최 등에 대한 필요성 제기

자료: APG 연례회의 자료(1999).

목록 작성, 셋째, 향후 1년 이내에 자금세탁방법에 대한 워크샵(Money
Laundering Methods Workshops)의 2회 개최, 넷째, 자금세탁방지 대책 수행
및 회원국 확대를 위한 역내 비회원국과의 협조 방안 모색, 다섯째, 사무
국 운영 및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예산확보 문제 논의 등이
다. APG는 1998년 10월과 1999년 3월에 각각 뉴질랜드, 일본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워크샵을 통해 지하은행시스템과 자금세탁에 대해 논의하였으
며, 동 이슈를 연구할 유형론 작업반(Typologies Working Group)26)을 설치
하기로 하였다.
26) 유형론작업반은 1999년 3월에 설립되어 대체송금시스템과 지하금융시스템(Alternative
Remittance & Underground Banking System)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연구를 수행중
이다. Alternative Remittance System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의 직접 이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국가간 자금을 이동시키는 체계이다. 이는 ①규제되지 않는 자금
이체 네트웍(지하금융)과 ②규제되고 있는 금융부문을 통한 대체송금서비스로 구분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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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회원국 가입요건
<기존 회원국 가입요건>

<추가요건>

․표준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채택과
․자금세탁방지 조치의 필요성 인정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정치적 약
․지식과 경험의 공유로 인한 혜택 인
속 표명
정
․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로 인한 수
․국제적 표준에 입각한 자금세탁방지
익의 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
법 및 기타 조치를 개발․통과․시
검토
행하거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검토
․APG 합의에 따른 예산 기부
자료: APG(1999), 연례회의자료.

(나) 제2차 연례회의(Manila, Philippines 1999. 8)
APG는 1999년 8월 4∼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연례회의를 개최
하고, 제1차 자체평가(self-assessment)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차 연례
회의에는 회원국 및 옵저버 자격으로 호주, 브루나이, 쿡군도, 피지, 홍콩,
인도, 일본, 캄보디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인
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미얀마,
영국, 미국, 바누아투 등 25개국이 참가하였고 국제기구로는 ADB, ASEAN,
에그몽그룹, FATF, IMF, IDLI(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Institute), 인터
폴, UN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사무소, 세계은행, 세계관세기구 등 10개 기
구가 참가하였다.
제2차 연례회의는 자금세탁에 대한 공동노력을 도모하고 APG의 향후
활동방향과 재원확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지난
1998년 10월 UN총회 제20차 특별회의에서 채택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치적 선언 및 행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국들에게 다양한 방법으
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에 의한
자금세탁방지 관련사례 발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소개가 이루어졌
다. 1998년 10월(뉴질랜드), 1999년 3월(일본) 등 두 차례의 워크샵 결과보
고와 ‘대체송금 및 지하금융에 관한 APG 작업반’ 설치결과 보고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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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APG 전략계획의 내용
임무 ․전 세계적인 자금세탁 문제에 대한 상호협조적인 지역적 해결책 제시
목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조적이고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기구 설치

․자금세탁 관련문제들의 확인 및 이해 촉진
․자금세탁방법의 확인 및 연구조사에 대한 지원(특히 유형연구 지원)
역할
․회원국간 경험 교류 및 최선의 자금세탁방지 전략의 확인․촉진
․권고사항/평가이행
자료: APG(2000), 연례회의자료.

어졌다.
제2차 회의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지역적 협력사업이 소
개되었는데 사무국은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의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요
약한 “국제 및 지역협력(Inter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Co-op. paper
1)”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아울러 APG의 목적은 자금세탁방지 제
도의 시행에 관한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각국의 정치적 의지
및 실무차원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APG의 전략적 계
획을 채택하고 APG 가입조건에 관련제도를 도입한다는 정치적 약속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APG 사무국은 <표 3-4>의 기존 회원국 가입
요건에 덧붙여 세 가지 사항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다) 제3차 연례회의(Sydney, Australia 2000. 5)
제3차 연례회의는 2000년 5월 31일∼ 6월 2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
었다. 동 회의에는 회원국 19개국(중국 불참)과 옵저버 12개국, 12개 국제
기구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APG 전략계획 채택, 회원국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상호평가제도 도입, 자금세탁 유형 및 방지대
책에 관한 기술지원 방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APG 차원의 다양한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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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APG 예산계획
분담방식

․3년간(95∼97) 평균 GDP 비중에 따라 분담비율 결정(최저 US
$2,500 최고 총예산의 20%)

예산규모

․US $325,000 (일부 회원국의 기부금 제외시)

납입시기

․2000. 9. 30 까지

회원국의
․일부 회원국의 기부금을 포함하여 총예산규모를 결정한 후 각국
실제분담수준
의 분담비율에 따라 산출
산정
자료: APG(2000), 연례회의자료.

회원국 지위에 관한 사항의 변경 및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APG 기존
회원국지위 외에 사무국이 제안한 2개의 요건에 대해 논의하고 3개 요건
을 추가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3개 요건은 첫째, 국내법에 따라,
APG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 둘째,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27)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약속, 셋째, APG에 의해 합의된 방식
에 따라 APG 예산에 기여 등이다.
한편, 제3차 회의에서는 APG의 전략계획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1999년
8월 제2차 APG 연례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채택된 바 있던 내용을 제3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할 것이다.
본 회의는 또한 APG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하고 제2차 연례회의에서
논의된 APG 예산계획을 승인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차기 공동의장의
선출문제를 논의하였는 바 공동의장 중 1인은 APG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에서 맡고, 나머지 1인은 차기 회의 개최국에서 맡기로 하였다.
제4차 연례회의는 2001년 6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연간 1
회 개최되는 총회 개최회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회기를 현
재 3일에서 1∼2일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APG 회원국 기술지원을
27) 회원국간 상호평가는 FATF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peer review’로서 APG에서도 향후
주요 활동으로 고려하고 있다. APG의 상호평가는 자발적인 것으로 회원국의 상황
을 고려하며 평가대상국의 자금세탁방지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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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훈련수요조사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APG 연례보고서(APG 회계연도
7.1∼6.30) 발간계획 및 APG 자금세탁 유형에 관한 워크샵 결과보고서 등
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APG가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아․태 지
역내 여러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둘째, 상호평
가에 참여하겠다는 APG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셋째로는 지난 3
년간 이루어졌던 워크샵을 통해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자금
세탁방지 활동이 강화되었으며, 넷째, 정보교환의 확대로 법 집행시 직접
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4) 회원국
2000년 10월 현재 APG 회원국은 아․태 지역의 2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은 호주, 방글라데시, 대만, 피지, 홍콩, 중국, 인도, 일본, 말
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
르, 스리랑카, 태국, 미국, 바누아투 등이며 옵저버로는 영국, 브루나이,
캐나다, 쿡 군도, 마카오, 네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있다. 옵저
버 국제기구로는 ASEAN, 아시아 개발은행, 공화국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28), 에그몽그룹, FATF, UN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사무소(UN
Office of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세계은행, 세계관세기구 등이
있다.

28) Commonwealth는 선진국 및 개도국 5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자발적인 기구로서,
선거감시․여성을 위한 건강관리모델 제공․회원국의 부채관리에 대한 조언․회원
국의 무역협정 개선 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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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U 제도의 운영 개관
가. 보고유형
자금세탁방지체계는 보고유형에 따라 객관적 유형(Objective model)과
주관적 유형(Subjective model)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유형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표 4-1>과 같다.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와 혐의거래를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를 제외한 국가들은 혐
의거래보고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금거래보고를 도입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컴퓨터시스템과 다수의 분석인력이 요청되고
금융기관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된다. 다수의 국가들이 FIU에서 혐의
거래보고만을 접수하도록 하는 것은 조직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
탁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은 국경간 자금이동에 대한 보고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다수의 이민 혹은 이주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로서 현금 혹은 통화수단의 국경 반출입, 이중 국적자 및 해외투자
자의 외국구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본
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혐의거래
보고를 FIU에 직접 접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브라질의 경우는 예외적으
로 각종 금융기관이 FIU를 포함한 관련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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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 보고유형의 비교
객관적 유형(Objective model)
보고
유형

주관적 유형(Subjective model)

․고액현금거래 보고, 화폐수단반
․혐의거래보고
출입 보고 등

보고의 ․일정액 이상 현금거래의 보고와 ․고객확인과 혐의거래보고의무
초점
기록보존 의무 부과
부과
연혁

․미국 등에서 처음 채택

․유럽국가들이 처음 채택

채택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혐의거래보고외에 추가로 채택)

․모든 국가

․자금세탁행위 예방 효과
(자금세탁 비용 증가)
장점

․수사 자료로 참고 가능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 배제
․금융기관 직원 교육 불필요

․금융기관의 데이터제공 부담
경감 및 비용 절감
․자금세탁방지에 금융기관직원의
적극 참여 유도
․금융기관직원의 전문성 활용
․금융기관과 법집행기관의 협력관
계 구축
․정확도가 높고 활용도가 큼

․정확도가 낮고 활용도가 미약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에 소 ․금융기관(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의
자질)의존도가 높음.
극적
단점

․금융기관의 과중한 업무와 비용 ․직원교육에 재원 투자 필요
발생
․금융기관의 개인비밀노출 위험성
존재(제도 남용 가능성)
․보고정보 검토에 과도한 인력 낭
비 요인 존재

․혐의거래행위를 선정해 주어야 하
는 어려움
․복잡한 수법을 활용한 자금세탁
적발이 어려움.

나. 소속과 조직 및 역할
FIU는 재무부(7개국), 법무부(5개국), 경찰(4개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벨
기에, 핀란드의 2개국은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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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범죄정보국(NCIS)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활동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전개상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
에서 재무부 산하에 FIU를 두는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
금세탁 범죄에 대한 수사 활동면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의 전문성이 필요
하다. 어느 경우이든 재무부와 법무부,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
하다.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혐의거래만을 보고받는 FIU의 경우에는 비교적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와 같이 현금거
래보고를 비롯한 각종 보고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운영인원
과 고도의 컴퓨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역외금융 지역과 싱가포르, 핀란
드를 제외한 국가들의 FIU는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보고
의 접수, 분석, 그 결과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FIU로 하여금 금융
거래정보의 관리와 분석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분석
결과를 제공받은 법집행기관이 수사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정보관리
와 법집행의 이원화 및 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FIU가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과도한 권력집중과 금융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다.

다. 관계법령
역사적으로 볼 때 마약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대해서 범죄화 입법
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자금세탁관련 전제범죄가 중대범죄로 확대됨
에 따라 각국은 범죄수익법, 자금세탁방지법, 조직범죄처벌법과 정보보고
및 이용법 등을 추가로 제정하여 전제범죄의 확대와 FIU 구축을 통한 자
금세탁 방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금세탁처벌법과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을 분리하여 입법하고 있다. 유럽 및 미국, 호주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분리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대만, 일

제 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79

본은 통합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제범죄와 관련해서는 마약, 조직범
죄를 비롯하여 사기, 도박 등의 일반범죄와 탈세 등의 경제범죄로 확대되
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
탁이 범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은 기소 가능한 범
죄로 전제범죄의 범위를 획정하고 있다.

라. 정부기관과의 협력
각국의 FIU는 좁게는 경찰, 세관으로부터 증권위원회, 노동보험국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U
의 임무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가능
한 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 FIU의 기본 임무는
수집된 단편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범죄와의 연관성을 포착, 이를 법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내의 각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기관 내부의
정보를 타기관에 유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정보를 집중화시키고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관련자간에 폭넓게 배포하는 것이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건의 신속정확한 해결을 도모하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FIU는 각종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유관 부서간의 ‘합동’ 혹은 ‘공동’위원회적인 성격을 갖는 협조체
제를 지향하고 있다. 유관 부서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FIU와 연
계시키는 경우도 있다. 호주의 경우 NCATF(National Crime Authority Task
Force)29)를 운영하여 FIU에 보고된 정보의 공동 분석, 검토, 제공함으로써
조사와 분석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29) NCATF는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ttee), ACS(Australian Customs
Service), AFP(Australian Federal Police),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 NCA(National
Crime Authority), ABCI(Australian Bureau of Criminal Intelligence), AUSTRAC(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 Analysis Centre)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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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융기관과의 협력 및 내부체계
감독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FIU가 소규모인 국가들은 중앙은행 등 금
융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노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는 FIU가 감독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나 감
독기관이 복잡다기한 미국의 경우에는 검사업무를 감독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침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소
규모 FIU의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이를 작성․배포하고 있으나 미국, 호
주, 네덜란드의 경우는 FIU가 지침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국의 금융기관들은 은행본점에 보고책임자(Compliance Officer)를
배치하여 각 지점에서 올라오는 혐의거래보고를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FIU, 법집행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각
국의 FIU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시행을 주도,
감독하며 금융기관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
고 있다.

2. 주요국 FIU 제도의 운영체계
가. 미국
1) FIU 제도의 운영 현황
미국의 금융정보기구는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으
로 명명되고 있다. 미국은 남아메리카 마약 제조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금융기관조직의 복잡 다양성 때문에 마약밀매, 조직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와 관련된 자금세탁 문제가 오래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다. John Walker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은 자금세탁이 발생하는 국가 1위(연간 미화 1조 3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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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달러), 세탁된 자금의 집결국 1위(연간 미화 5억 3천 8백만 달러)로 추

정되고 있다.30) 1990년 4월 범정부 차원의 정보 및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무부산하에 FinCEN이 설립되었고 1994년에는 재무부 내의 금융
집행실과 FinCEN을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금세탁관계 법령으로는 자금세탁통제법과 은행비밀법이 있다. 자금
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MLCA)은 1986년에 처음 제정되
었는데 본 법은 자금세탁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20년형까지 처
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제범죄(Specified Unlawful Activity)에는 18
USC 1956(c)(7)에서 마약밀매, 사기, 폭력범죄, 테러, 조직범죄 등 광범위한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BSA)은 1970에 처
음 제정되고 1990년대에 두 차례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AnnunzioWylie Money Laundering Act(1992)는 금융기관에게 일정 기록의 보관, 혐의
거래 보고의 수행,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 준수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
는 권한을 재부무에 부여하고 보고금융기관에 대한 면책(safe harbor) 조항
을 설정하였다. 본 법에 의해 보고자 면책, BSA위원회설치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Money Laundering Suppression Act(MLSA, 1994)는 현금거래보고 절
차를 간소화하고 혐의거래보고 창구를 FinCEN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모든 현금전송 업종은 재무성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입법유형에 있어서 미국은 자금세탁처벌법과 정보보고법을 별도로 입
법한 분리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제범죄로는31) 99개 유형(약 200개
의 죄)의 범죄를 다음과 같이 특정하고 있다(section 1956).
30) John Walker(1998), Modelling Global Money Laundering Flows.
31) 전제범죄의 劃定: 전제범죄를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정 범죄의 罪名을 明示하여
정하는 방식(特定)과 구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뜻한
다. 전제범죄 범위의 확대 추세는 단지 각국 자금세탁 관련법에 정하는 특정 전제범
죄 個數의 증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제범죄를 획정하는 조
항이 신설되는 입법경향을 통하여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전제범죄를 획정
하는 경우에도, 종래의 주요 전제범죄인 마약 관련범죄, 테러 관련범죄 등 수개의
범죄는 특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별도의 劃定條項을 두는 입법례가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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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위반 범죄유형 9개 : 살인, 유괴, 도박, 방화, 강도, 수뢰, 공갈, 음란물취

급, 금제물질 취급 등 관련, Common Law의 felony(형기 1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주법 위반 범죄
▶ 기소 가능한 연방법위반범죄 중 특정범죄유형 90개 : 수뢰, 위조, 횡령, 사

기, 시민권 불법취득 등 관련 41개 유형, 통화 및 외환거래 보고법 위반 등
관련 10개 유형, 범죄적 기업의 유지 관련 1개 유형, 국제공항테러, 미국국
민에 대한 테러, 대량살상무기사용 등 관련 9개 유형

FinCEN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단장실(Office of Director), 최고자문위
원(Chief Counsel) 외에 정보교환과(Office of Communications), 관리과(Office
of Management), 정보기술과(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조사지원과
(Office of Investigative Support), 규정준수 및 규제이행과(Office of Compliance
& Regulatory Enforcement), 조사분석과(Office of Research & Analysis), 국제프
로그램과(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데이터시스템 지원과(Office of
Data Systems Suppor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인원은 180명의 정규직원
외에 다른 기관에서 40여명 정도가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로는 자료의 수집, 분석, 제공, 피드백, 감독,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FinCEN은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혐의거래, 고액현금거래, 화폐수
단반출입보고, 국외금융자산보고, 혐의지역과의 금융거래보고, 카지노의
고액현금거래, 고액초과수취거래보고 등 다양한 종류의 보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 금융감독기관, 연방 및 주 법집행기관 등 다양한 기관
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 보고의 접수 (체계도 (1)번)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에 따라 금융기관/비금융기관과 보고사항
에 해당하는 개인은 각 해당 기관에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 카지노
현금거래, 화폐수단반출입, 외국은행계좌, 혐의지역거래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국세법에 따라 고액초과수취거래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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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FinCEN 정보체계
정보제공(3)

❑금융기관

FinCEN

혐의거래

❑비금융기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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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분석(4)

❑개인(1)

연방 및 주
법집행기관

수사지원
(5),(6),(7)

연방 및 주
금융감독
기관(5)

기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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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database(2)

■ 세관

외국 FIU

<표 4-2> 보고의 종류
보고 종류

보고 서식

혐의거래
(SAR)

TD Form 90-22.49

국내금융기관

FinCEN

고액현금거래
(CTR)

IRS Form 4789

국내금융기관(법인/개인)

IRS

카지노현금거래
(CTRC)

IRS Form 8362

카지노

IRS

화폐수단반출입
(CMIR)

Customs Form
4790

10,000달러 이상 화폐수단
반출입자( 대리인/ 수취인
포함)

USCS

TD Form 90-22.1

미시민권자/영주권자/국내
사업가

IRS

IRS 8300

국내기업/사업가

IRS

해당지역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 및 개인(필요시 발동)

IRS

외국은행계좌
(FBAR)
고액초과
수취거래
(IRS8300)

혐의지역거래보고
해당서식
(STR)
자료: FinCEN 자료 참고

보고 대상

보고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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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상업데이터베이스 이용정보
․부동산 정보: 법정기록, Lexis/Nexis, Prentice Hall, Information America
․기업재무정보: Dun & Broadcast, Prentice Hall, TRW Business, Lexis/Nexis
․이름, 주소, 전화번호: Credit Bureau, 법정기록, Dun & Broadcast, MetroMail,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y Dealers(NASD) 등
․국제 기업재무정보: Lexis/Nexis, Dialog
․주식시장내부자거래: Invest/Net
․라틴아메리카 출판물: Info South
․사회보장번호: TRW Sherlock, TRW Social
․법정기록/세금선취특권/판결: Lexis/Nexis, Prentice Hall, Information America
․사업정보: Dun & Broadcast, Metromail, Prentice Hall, TRW Business
자료: FinCEN 자료 참고

1996년부터 새로운 Suspicious Activity Reporting System(SARS)이 도입되어,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접수창구를 FinCEN으로 일원화하고 FinCEN이
SARS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을 맡게 되었다.
(나) 정보의 분석 (체계도 (2), (3), (4)번)
FinCEN은 자료 네트워크 구축 및 분석을 위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CTR, CMIR, CTRC, FBAR로 구성되는 금융데이터베이스(Financial database)
이외에 기업재무정보, 이름/주소/연락처 정보, 사회보장번호, 주식시장 내
부자거래, 부동산 정보, 재판 판결 등에 대한 상업데이터베이스(Commercial
database)에 접근할 수 있다(체계도 (2)번). 상업 데이터베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정보출처는 <표 4-3>과 같다.
(다) 정보의 제공 (체계도 (5), (6), (7), (8)번)
FinCEN은 접수받은 SAR 정보를 연방(5개) 및 주(25개) 금융감독기관(체계도
(5))과 연방(5개) 및 주(52개)와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32) FinCEN은 또한
32) ① 연방금융감독기관: Federal Reserve Board (FRB),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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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지방정부의 법집행기관의 수사관이 온라인으로 FinCEN의 데이터베이
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Project Gateway를 운영하고 있
다(체계도 (6)번). 이를 위해 컴퓨터 모뎀이나 전화선을 통해 디트로이트컴
퓨터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각 주 법집행기관의 지정인에
게 패스워드를 제공한다. FinCEN은 또한 Direct Case Support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데 이는 FinCEN이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수사 지원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부응하는 제도이다(체계도 (7)번). FinCEN은 각 법집행기관이
Currency (OC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TS),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
② 주금융감독기관: Alabama State Banking Department, Arkansas State Banking
Department, Colorado Division of Banking, Connecticut Department of Banking,
Delaware State Banking Department, Florida Division of Banking,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and Finance, Hawaii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Illinois Commissioner of
Bank & Trust Companies, Indiana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State of Iowa
Division of Banking, Kansas Department of Finance, Louisiana State Banking Department,
Maine Bureau of Banking, Massachusetts Division of Banks, Minnesota Department of
Commerce, Missouri Division of Finance, Montana Division of Banking & Financial
Institutions, New Jersey Department of Banking, New York State Banking Department,
State of North Carolina Banking Commission, South Dakota Division of Banking,
Tennessee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Texas Department of Banking, West
Virginia Division of Banking
③ 연방법집행기관: IRS-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IRS-CI), US Customs Services
(USCS), US Secret Service(USS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US Department of
Justice
④ 주법집행기관: Alabam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Alaska State Troopers, Arizon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Arkansas State Police,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Colorado Bureau of Investigation, Connecticut Chief State Attorney’s Office, Delaware
State Police, District of Columbia Metro Police, Florida Department of Law Enforcement,
Georgia Bureau of Investigation, Hawaii Department of Attorney General, Idaho
Department of Law Enforcement, Illinois State Police, Indiana State Police, Iow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Kansas Bureau of Investigation, Kentucky State Police,
Louisiana State Police, Maine State Police, Maryland State Police, Massachusetts State
Police, Michigan State Police, Minnesota Bureau of Criminal Apprehension, Mississippi
Bureau of Narcotics, Missouri State Highway Patrol, Montana Department of Justice,
Nebraska State Patrol, Nevada Division of Investigation, New Hampshire Stat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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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CEN의 자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을 파트타임으로
FinCEN에 파견하는 Platform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체계도 (8)번).
(라) 국제협력
FinCEN은 FATF, 에그몽그룹, InterPol, SOA(Summit of the Americans),
UN과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으며, 외국 FIU와 MOU를 체결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또한 FinCEN은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교
육, 연수 등의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FinCEN 의 특징
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체계적 계획하에 수립된 것이 아니라, 1970
년에 제정된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을 바탕으로 1990년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금융기관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보고절차를 간소화하
는 등의 꾸준한 시험 및 개선을 거쳐 구축된 것이다. FinCEN은 혐의거래
보고를 직접 접수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 및 세관에 접수된 CTR, CTRC,
CMIR, FBAR, IRS 8300 등의 다양한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수사 시
필요한 금융정보를 종합,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또한 FinCEN은
금융정보 분석시, 기업재무정보, 이름/주소/연락처 정보, 사회보장번호,
주식시장 내부자거래, 부동산 정보, 재판 판결 등의 상업데이터베이스까
지 이용할 수 있다.
FinCEN은 법집행기관의 요청시 직접 분석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사기
관의 직원을 파견하는 Platform Program과 수사관들이 전국에서 디트로이
트컴퓨터센터의 금융데이터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Project Gateway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에는
재무부, 법무부, 마약통제정책실 대표로 구성된 Bank Secrecy Act Advisory
Group이 있어 금융기관들의 BSA의 의무이행여부를 감독하고, BSA에 따라
제출된 보고 정보가 이용되는 절차를 민간분야에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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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CTR 보고건수
1994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상반기

총 보고건수 11,552,798 12,341,788 12,754,113 12,308,888 12,605,748
매달 평균

962,733

1,028,482

1,062,843

1,025,741

1,050,479

6,233,509
1,038,918

자료: FinCEN 자료 참고

< 표 4-5> SAR 보고건수
년도

1997

1998

1999상반기

총 SAR 보고건수

81,514

98,025

82,195

매달 평균

6,793

8,169

6,849

자료: FinCEN 자료 참고

3) 성과 및 문제점
1990년대 CTR 보고는 연간 12백만 건 정도로, 한달 평균 1백만 건의 보
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CTR의 주요기능은 범죄예방, 재산의 소재지 파악,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한 특이거래 분석 등이다. 그러나 SAR이 더 효과
적이라고 판단되어 CTR은 주로 사후 정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SAR제도 도입 이후 첫 18개월(1996년 4월 1일부터 1997년 9월 30일)동
안 매달 평균 6,000건, 총 109,887개의 SAR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109, 887
개의 SAR 보고서 중에 117,532건33)의 위법 혐의가 보고되었고 그 중 BSA
New Jersey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New Mexico Department of Public Safety,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w/New York State Police, North Carolina State Bureau of
Investigation, North Dakota Attorney General’s Office - BCI, Ohio Attorney General’s
Office, Oklahoma State Bureau of Investigation, Oregon State Police, Pennsylvania
Attorney General’s Office, Department of Justice of Puerto Rico, Rhode Island State
Police, South Carolina Law Enforcement Division, South Dakota Divis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Tennessee Bureau of Investigation, Texas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Utah Department of Public Safety, Vermont State Police, Virginia State Police, Washington
State Patrol, West Virginia State Police, Wisconsin Department of Justice, Wyoming
Divis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33) 잠재위반건수가 보고건수를 초과하는 이유는, 한 개의 SAR 보고에서 두 개 이상의
위법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SARS 1차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 중 약 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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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금세탁법 관련 위반이 39.8%(46,738건), 각종 사기 29%, 절도 6%, 각종
위조 5.5%, 불법 어음발행 5%로 나타났다. 이후 SARS의 보고건수가 급증하
여, 1998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운영되는 동안 총 230,334개의
SARS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230,334개의 보고서 중에 238,140건의 위법 혐
의가 보고되었다. 그 중 BSA 및 자금세탁법 관련 위반이 49.4 %(117,617건),
수표사기 13%, 수표위조 5.9%, 횡령 4.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분야에서 FinCEN은 은행 및 은행감독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은
행분야에서 자금세탁규제방안을 강화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러나 고객신원확인 및 채권소유권에 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FATF의 권고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비은행 금융
기관에 대한 효과적 자금세탁규제조치가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보
험회사, 선물중개회사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
무사항(특히 SAR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SAR 제도는 미정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으나, 피드백 제공강화, 보고서제
출시 소요시간 감축, 컴퓨터 운영체계 강화 등의 보안책이 필요한 실정이
다. 자금세탁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법집행기관들이 SAR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
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FinCEN과 보고금융기관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나. 일본
1) FIU 제도의 운영현황
일본은 1999년 6월 금융감독청의 발족과 함께 FIU 준비실을 운영해왔
다.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은 ｢조직적범

서 1개 이상의 위반 혐의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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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JAFIO 의 정보체계

민간금융
기관 등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보고 (1)

(정보의 수집 · 정
리 분석)

통지

기타기관
(우체국 등)

혐의거래

제공 (2)

금융감독청장
(JAFIO)

혐의거래

주무장관

보고 (1)

열람 · 등사

연계
(3)
연계

경찰청 등
관계당국

경찰, 검찰,
세관, 마약
취급 사무
소등

정보교환

외국 FIU

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을 2000년 2월 시행함에 따라 금융
감독청 소속기관으로 발족된 금융정보기구이다(이하 조직범죄처벌법으로
약칭). 일본은 조직범죄처벌법(1999)을 통해 자금세탁관련 중대범죄를 226
개 선정하고 그 범주에 마약거래뿐만 아니라 살인, 폭행, 강탈, 절도, 사
기, 유아납치 등을 포함하였다. JAFIO는 혐의거래만을 접수한다.
JAFIO의 구성인원은 총 12명으로 금융감독청 직원 4명 외에 검․경찰
과 세관 등 유관기관의 파견 직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JAFIO의 주요
업무는 자금세탁정보 및 금융기관이 제출한 혐의거래 정보를 수집․정
리․분석하여 동 정보와 분석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외국 FIU와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한다.
(가) 보고의 접수(체계도 (1)번)
JAFIO는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를 접수하며 보고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기타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34)과 기타 시행령에 규정된 자35)를
34) 기타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신용금고, 신용금고연합회, 노동금고, 노동금고
연합회,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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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혐의거래 보고 추이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제출건수

12

17

6

4

5

9

13

1,059

자료: JAFIO자료 참고

의미한다. 혐의거래 보고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금융기관의 명칭․소재
지, 발생일시․장소, 발생한 업무내용, 혐의거래와 관련된 재산 내역, 고
객의 성명․주소, 혐의보고제출 이유 등이다. 확실하고도 원활한 연락을
위해 혐의거래보고를 담당한 각 금융기관의 책임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혐의거래 보고는 디스켓의 형태로 등기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보의 분석
JAFIO는 2000년 2월에 출범하여 체계적인 분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혐의거래보고를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전용 데이터베이스
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다) 정보의 제공(체계도 (2), (3)번)
JAFIO는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정리․분석하고 범죄 수사
에 제공할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JAFIO는 자금세탁관련 수사권이
없으며, 수사를 위해 경찰, 검찰, 세관,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마약취급사무
소 등의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 검찰관 등은 금융감독청장에게 혐의거
래에 관한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수사당국과의 협의회를
어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
합회,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35) 기타 시행령에 규정된 자(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 증권회사, 외국증권회사, 증권금
융회사, 증권투자신탁위탁업자, 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 신탁회사, 무진회사, 저
당증권업자, 상품투자판매업자, 소액채권판매업자, 부동산특정공동사업자, 대금업자,
단자회사, 주택금융회사, 상품거래원, 금융선물업자, 환전업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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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외 혐의거
래 동향에 대해 전국은행협회 등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라) 국제협력
일본은 FATF,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태 그룹(APG), 에그몽그룹에
가입하고 있다. 조직범죄처벌법 제57조에 외국 FIU당국과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 관련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주
요국과 추진중이다. 정치범죄나 쌍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며, 정보를 수사나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동
의가 필요하다.
2) JAFIO 의 특징
(가) 보고의 접수
일본은 조직범죄처벌법에 따라 혐의거래가 인정되는 경우 주무장관에
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주무장관이 금융재생위원회인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청장(FIU인 JAFIO)에 보고하고, 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무장관에게 보고한 후 금융감독청장에게 통지
한다. 금융기관들은 1992∼98년까지는 ｢마약특례법｣에 근거하여 혐의거
래를 보고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조직범죄처벌법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금융기관의 보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며,
다만 금융감독청장의 징계권 행사로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직
원의 혐의거래 보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다. 일본 FIU의 출범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은 편이나, 제도의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JAFIO는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홍콩 등 선도국의 지침
을 참고하여 2000년 1월 혐의거래에 대한 지침을 작성․발표하였는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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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예금기관, 중개회사, 보험회사 등 세 가지 금융기관으로 나누어
혐의거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예금기관에 대한 혐의거래 목
록은 거래 유형에 따라 8개 범주로 나뉘어져 있다. 즉 현금거래, 신규계
좌의 개설을 통한 거래, 기존계좌를 통한 거래, 증권관련 거래, 안전금고
관련 거래, 국경간 거래, 대부거래, 기타 거래 등이다.
3) 성과 및 향후계획
1999년 조직범죄처벌법을 제정한 이후 금융기관들이 혐의거래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보고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JAFIO
가 설립된 2000년 2월 이후 5월까지의 보고 건수는 1,500여건에 이르고 있
다. 한편 JAFIO는 “Triple A(Awareness, Analysis, Alliance)”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 호주
1) FIU 제도의 운영현황
1980년대 호주에서는 Royal Commissions가 탈세, 사기, 조직범죄 등 중
요범죄와 이러한 범죄로부터 비롯한 자금과 자금세탁간의 연관성 및 구
체적 수법을 공개하면서 자금세탁산업의 규모에 관한 우려와 관심이 증
대하였다. 이에 호주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1989년 법무부산하에 AUSTRAC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을 설립하였다.
1987년에 입법된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s Act 1987)｣은 자금세탁
의 처벌을 규정하여 범죄적 수익의 향유와 이를 이용한 후속 범죄행위
방지를 도모하였으며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ct 1987)｣은 범죄수사
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1988년에는 ｢금융거래보
고법(1988)｣이 입법화되었는데 이는 세법과 연방법 및 주법의 원활한 집
행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호주의 금융거래정보 관리의 근간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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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 법의 제 35조에서는 금융정보기구(AUSTRAC)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전제범죄는 특정범죄와 획정범죄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정
범죄는 마약관련범죄, 조직적 사기(3회 이상의 public fraud offence)36) 등
두 가지 유형의 중대범죄이며 획정범죄는 기소 가능한 범죄를 포함한다.
(가) 보고의 접수(체계도 (1), (2), (3)번)
AUSTRAC은 혐의거래보고(Suspect Transaction Report: SUSTR), 고액현금거래
보고(Significant Cash Transactions Report: SCTR), 고액도박거래보고 (Significant
Betting Transactions: SBTR), 국제자금이체보고(International Funds Transfer
Instruction: IFTI), 국제현금반출입보고(International Currency Transfer Report:
ICTR)의 5가지 종류의 보고를 접수하고 있다. Cash dealer(금융기관, 보험사, 증
권사, 선물중개사, 카지노 등 현금거래업자)는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고액도박거래보고, 국제자금이체보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Cash
dealer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사본, 보고가능한
세부사항(reportable details), 그리고 혐의거래보고인 경우는 혐의를 갖는
사유 등을 적어서 팩스, 이메일, 우편, 전화를 이용하여 AUSTRAC에 제출
하여야 한다. Solicitor(변호사, 법무법인, 합동변호사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체계도 (2)번) 혐의거래보고만 보고하면 된다. 보고방식은 Cash dealer와
동일한 방식을 취한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국제현금반출입보고 의무가
있다. 현금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역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
여 서명한 후에, 보고서 사본, 보고 가능한 세부사항 등을 적어서 세관 또
는 AUSTRAC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동 보고를 받은 세관 직원은 즉시
AUSTRAC에 보고해야 한다.
(나) 정보의 분석(체계도 (4)번)
AUSTRAC에 전달된 정보는 자체 데이타베이스에 집중되어 검증 및 정
36) public fraud offence: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나 특정 탈세(구 세법상 판매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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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 확보를 거친 후 법집행기관에 제공된다. 혐의거래보고 처리과정(그
림 4-4 참조)을 살펴보면 첫째, 보고자가 AUSTRAC에 제출한 혐의거래보고는

AUSTRAC의 분석담당직원이 전자정보배포시스템(Electronic Data Delivery
System, EDDS)을 이용하여 1단계 입력을 실행한다(흐름도 1번). 둘째, 1단계
입력사항을 토대로 내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의 적합성(보고자의 서명,
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

고자에 추가로 요청한다(흐름도 (2)번).
셋째, EDDS를 이용하여 보완한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TRAQ)에 저
장하고 온라인조사시스템인 TESII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기관의 담당자들
에게 동 정보를 제공한다(흐름도 (3)번). 넷째, ATO, AFP, ACS 및 NCA의
혐의거래보고 담당직원이 모든 정보를 검토 및 조사한 후에 팩스나 FLAG
메일로 자료 송부를 요청한다. 담당직원의 요청이 없을 시, AUSTRAC은 관
할 주의 담당 협력기관에 자동으로 보고서를 송부한다(흐름도 (4)번).
< 그림 4-3> AUSTRAC 의 정보체계
CASH
DEALER

보고(1)
제공(5)

추가요청ㆍ통보(6)

호주 FIU
(AUSTRAC)

정보열람ㆍ요청

수집 , 분석, 제공(4)
보고(2)

❑ ATO
❑ AFP
❑ ACS
❑ NCA 등

추가요청ㆍ통보(6)
(6)

보고(3)

SOLICITOR

법집행기관

제공(5)
정보교환(7)

일반인

(3)
보고
보고(3)

관세청

외국 FIU

(다) 정보의 제공(체계도 (5), (6)번)
AUSTRAC이 수집한 정보 중 일반정보는 접근가능한 정보의 내용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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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사전에 정하여 MOU를 체결한 유관기관에 제공하며, 특수정보는
AUSTRAC 단장이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적절한 관련기관 및 정보신청기
관37)에 제공한다(체계도 (5)번). 주요 이용정보는 성명 및 주소, 계좌번호,
직업코드, 거래일자 및 금액, 거래금융기관 정보, 외국통화의 거래상황,
수표 및 기타 금융상품거래관련 정보 등이다. 법집행기관 및 담당수사기
관은 AUSTRAC 또는 보고기관에 직접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체계
도 (6)번).
(라) 국제협력(체계도 (7)번)

AUSTRAC은 FATF, APG, 에그몽그룹의 회원국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
라 프랑스(1991), 미국(1996), 벨기에(1997), 뉴질랜드(1998), 덴마크(1999), 영
국(1998∼99) 등과 MOU를 체결하고 상호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를 실시하
고 있다.

37) AUSTRAC의 정보 이용기관은 다음과 같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호주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호주 증권 및 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호주 관세청(Australian Customs Service)
․국가범죄국(National Crime Authority)
․주경찰 및 지방경찰(State and Provincial Police)
․범죄법사위원회(Criminal Justice Commission)
․뉴 사우스 웨일즈 범죄위원회(NSW Crime Commission)
․부패방지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NSW)
․호주 범죄정보국(Australian Bureau of Criminal Intelligence)
․경찰위원회(Police Integrity Commission)
․주 및 지방세무당국(State Revenue and Provincial Authorities)
․호주 보안정보국(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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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혐의거래보고 처리과정흐름도
EDDS 내부보고서

TES II(3)

AUSTRAC
SUSTR(1)

내부보고서
적합성검토
(2)

“정확한 경우”
법 집행기관
및
담당수사
기관(4)

TES II
“부정확한 경우”

수정

SUSTR 상세정보
:협력기관 배포
상황을 나타냄

AUSTRAC은 TESII의
SUSTR에 배포 일시
및 기관을 추가 입력

단장을 위임한
자가 배포 승인

검토 및 자료 요청

2) AUSTRAC 의 특징
(가) 보고의 접수
AUSTRAC은 혐의거래보고(SUSTR), 고액현금거래보고(SCTR), 고액도박거
래보고(SBTR), 국제자금이체보고(IFTI), 국제현금반출입보고(ICTR) 등 다양
한 종류의 보고를 접수하고 있다.38)
보고서는 각 보고의 주체별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자가
서명한 후에, 보고서 사본, 보고가능한 세부사항 등을 적어서 팩스, 이메
일, 우편, 전화를 이용하여 AUSTRAC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고
액현금거래와 국제자금이체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컴퓨터시스
38) 호주는 ｢금융거래보고법(1988)｣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금융거래정보기구(1989년)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현금거래보고만을 접수하였으나, 자금세탁방지 활동
이 한계에 부딪히자 1992년 중반에 들어 ｢Public Service Act 1992｣에 의거하여 동 기
관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AUSTRAC(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
으로 개칭하고, 현금거래보고 외에 혐의거래, 거액도박거래, 국제간 자금이체, 국제
간 현금이체를 추가로 보고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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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 보고건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보고체계 운영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나) 보고의 분석
AUSTRAC에 전달된 정보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집중된 후 EDDS 및
TESII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
써 방대한 정보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및 분석이 가능하다.
(다) 정보의 제공
AUSTRAC은 수집한 정보를 일반정보와 특수정보로 나누어 관리 및 제공
을 결정한다. 일반정보는 MOU를 체결한 유관기관에, 특수정보는 AUSTRAC
단장이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라) 유관기관 협력체계
호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분석 및 조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범죄대책반(National
Crime Authority Task Force: NCATF)39)은 금융정보분석과 유관기관의 정보활
용을 통하여 자금세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의 생성 및 이동에 연
루된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수사를 권고한다. AUSTRAC은 자
체 분석한 평가자료를 NCATF에 제공하고 유관기관의 조사결과를 통보
39) 국가범죄대책반(NCATF)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AUSTRAC(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 Analysis Centre)
․관세청(Australian Customs Service: ACS)
․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국가범죄국(National Crime Authority: NCA)
․범죄정보국(Australian Bureau of Criminal Intelligence: ABCI)
․증권 및 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ttee: 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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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동 대책반은 AUSTRAC의 자료 외에 호주안보위원회(ASIC)와 호
주범죄정보국(ABCI)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하고 있
다. AUSTRAC은 Cash dealers와 주요 금융부문 산업체에서 파견한 대표들
로 구성된 제공자자문그룹(Provider Advisory Group)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밀
보장협의회(Privacy Consultative Committee)를 통해 FTR(Financial Transactions
Report) Act 개정안 제출, FTR 정보이용허가 논의 등 고객 정보의 보호를 위
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성과와 향후계획
각 보고의 유형별 건수(1998∼1999 회계연도 기준)를 살펴보면 <표
4-7>과 같다.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전자보고가 93.6%로, 전 회계연도 대
비 11.4 % 증가하였고 국제자금이체의 경우 전자보고가 99.5%로, 전 회계
연도 대비 37% 증가하였다.
AUSTRAC은 신임 단장이 임명되는 매 4년마다 ‘AUSTRAC Corporate
Plan’을 작성하여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전략과 주요조치로 구성된 구
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1997∼2000년도 Corporate Plan의 6대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Cash dealer를 비롯한 보고자의 의무 준수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보고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장려 및 지원함.
▶ 금융거래보고(FTR) 정보의 적절한 제공을 통하여 법집행기관과 세무기관의

정보이용의 효과를 증진함.
▶ FTR 정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분석하여 법집행기관과 세무기관이 소기

의 목적을 달성토록 협조함.
▶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FTR Act 1988」의 실효성을 지속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파악하고 실시함.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고 이로부터 혜택을 얻도록 함.
▶ FTR 정보에 관련된 비밀보호와 보안 유지를 강화함.

제 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99

<표 4-7> 보고유형 및 건수(1998∼1999)
보고유형 혐의거래 고액현금거래 고액도박거래 국제자금이체 국제현금반출입
보고건수

6,500

300만

-

520만

2만 3천

자료: AUSTRAC 자료 참고

라. 영국
1) FIU 제도의 운영현황
영국의 금융정보기구의 명칭은 ECU(Economic Crime Unit)로서 NCIS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의 내부기관이다. NCIS는 1992년 4월
내무성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1997년 ｢경찰법(Police Act)｣에 의거하여
1998년 4월 1일 독립기관으로 인가되었다. 자금세탁관련 업무는 NCIS내
경제범죄기구(Economic Crime Unit: ECU)가 담당하고 있다. 자금세탁의 처벌
과 관련한 법조항은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6: CJA, 1988, 1993)｣,

｢마약거래법(Drug Trafficking Act 1986, 1994)｣, ｢테러방지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1989)｣에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거래 보고에 관해서는 ｢자금세
탁에 관한 규칙(Money Laundering Regulations, 1993)｣에 규정되어 있다. 영국
의 경우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는 특정범죄 및 획정범죄로 구성되어 있는
데 특정범죄는 마약관련범죄, 테러관련범죄의 두 가지 유형이며 획정범
죄는 형사사법법 적용이 가능한 모든 범죄를 포함한다. ECU는 30명의 인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혐의거래만 보고받고 있다.
(가) 보고의 접수
ECU는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를 접수하는데 금융기관 내에서 혐의
거래는 우선 자금세탁보고담당자((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s:
MLRO)에 보고되며, MLRO는 그 혐의거래를 ECU에의 보고 여부를 결정
한다. 혐의거래 보고는 서면제출이 기본이나 우편으로 전송되거나 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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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팩스도 가능하다. ｢자금세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금융기
관은 은행, 주택조합 및 신용기관, 개인,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들, 보험
회사, 환전소(bureaux de change), 수표현금교환소(cheque encashment agents),
송금기관(money transmission agents) 등을 포함한다.
(나) 정보의 분석
보고의 접수여부는 ECU가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ECU는 금융기관
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를 NCIS 자체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을 수행한다.
(다) 정보의 제공(체계도 (1), (2)번)
ECU는 수사를 목적으로 보고내용을 분석․조사․검토하여 정보패키
지(intelligence package) 형태로 작성한 후 경찰이나 세관금융조사기구에 제
공한다. 세관금융조사기구의 조사요원은 통상 최초 보고기관인 금융기관
에 연락하기도 하고 기타 정보출처를 조사하기도 한다.
< 그림 4-5> ECU 의 정보체계
정 보 확 인 (2)

N C IS
금융기관

혐의거래 보고

ECU
(정 보 수 집 · 분 석 )

정보패키지 제
공 (수 사 의 뢰 )
(1)

경찰,
세관금융
조사기구

보고 수령 확인
보고 불이행
조사요청

감독

금융감독청

(라) 국제협력

정보교환

외 국 F IU

정보출처
조사 의뢰
(2)
지방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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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OECD의 FATF, 에그몽그룹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외
국의 FIU와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영국과 자금세탁범죄 기소를 위한 조
약을 맺고 있는 국가는 미국,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바하마, 바레인, 버뮤다, 케이만군도, 지브랄탈, 이탈리아, 말레이시
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이다. 최근 ECU는 네
덜란드의 FIU인 MOT(Meldpunt Ongebruikelijke Transacties)와 양국의 혐의
거래보고 데이터베이스에 상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
에 있다.
2) ECU 의 특징
(가) ECU 의 소속
ECU는 국립범죄정보부(NCIS)에 소속되어 있다. ECU가 NCIS에 소속되
어 있기 때문에 영국의 FIU를 언급할 경우 통상 NCIS로 지칭한다.
(나) 보고의 접수
금융기관들이 고의로 보고를 계속하지 않거나 이 같은 혐의가 있을 경
우 ECU는 ｢자금세탁에 관한 규칙｣의 위반 조치로써 금융감독청에 공식
적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마약거래 및 테러 행위와 관
련된 자금세탁에 있어서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죄에 해당되어 최고
5년의 구금형이나 벌금형 혹은 둘 다 병과받을 수 있다.
(다) 준수 여부의 감독
영국 금융감독청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세탁규제 준수 여부
를 감독하고 있으나 환전소, 수표현금교환소, 송금기관 등은 예외이다. 그
러나, ｢자금세탁에 관한 규칙｣은 현재 금융감독청이 감독하지 않는 민간
<표 4-8> NCIS에 보고된 건수 추이 (1995∼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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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995

1996

1997

1998

1999

13,710

16,125

14,148

14,129

15,000*

* : NCIS 추정치임.
자료: NCIS 자료 참고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3) 성과 및 향후계획
영국에서는 자금세탁 판결과 관련하여 연평균 15,000여 건이 보고되고
있다. 1993년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를 기소되어야 할 ‘모든 범죄’로 확대하
는 형사사법법 개정 이후 자금세탁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1994년 이후 기
소 및 판결 건수가 증가하였다. 1987∼1998년 기간 중 기소건수는 357건,
판결건수는 136건에 달하였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ECU에 보고한 이후 보고에 대한 결과회신이 충분
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NCIS와 금융
감독청 공동의 정기적인 회보발간 및 발표를 통한 회신 방법이 제시되었
다. 현재 금융기관의 서면 보고의 경우 6개월 기준으로 회신이 이루어지
고 있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NCIS는 보고 처리에 소요되
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호주의 AUSTRAC을 모델로 삼아 2001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
이다.

마. 벨기에
1) FIU 제도의 운영현황
벨기에의 금융정보기구인 CTIF-CFI(Cellule de Traitement des Informations
Financières-Cell Voor Financiele Informatieverwerking; Belgian Financial Int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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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ce Processing Unit)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법(Law of 11
January 1993 on Preventing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Purposes of Laundering Money)｣에 의해 1993년 1월에 설립되었다. CTIF-CFI는 독립적 행정기관이
나 법무부와 재무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법｣은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보관 및 혐의거래 보고의무와 위반시의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혐의거래보고 대상 범죄 17개 유형을 특정하고
있다. 혐의거래보고 대상이 되는 17개 범죄는 테러관련범죄, 조직범죄, 불
법마약거래, 불법무기거래, 불법적 노무거래, 인신매매, 매춘착취, 불법적
호르몬 약물사용, 불법적 인체조직 매매, 유럽연합상대 사기, 국제적 차원
의 조직적 금융사기, 공무원 증․수뢰, 주식시장관련범죄, 금융사기, 인질,
절도, 공갈 등이다.
FIU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FIU의 구성․조직․운영 및 독립권에
대한 법령(Royal Decree of 11 June 1993 on the Composition, Organization,
Ope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Processing Unit)｣
(1993. 6)에 규정되어 있고 자금세탁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
다.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 있어서 형법 505조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를
광범위한 범죄(offence)로 획정하고 있다. CTIF-CFI는 혐의거래만을 접수
하고 있으며 자금세탁관련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한다. 또한 CTIF-CFI
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검찰에 의뢰하며 자금세탁방
지 관련 국제적 협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TIF-CFI는 출범 후 1993년 6월∼1998년 6월간 약 1,416건에 달하는 혐
의거래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CTIF-CFI는 ｢금융시스템
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경찰을 포함한 관련 정
부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고객신분에 대한 정보를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혐의거래나 ECU 10,000(미화 13,000달러) 이상 거
래 시에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에 대한 보고사
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말아야 한다. 1998년 8월 국회는 자금세탁방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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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비금융기관(부동산중개업자, 공증인, 보석집행관, 회계사, 감사관,
카지노, 증권사) 또는 관련종사자들에게도 혐의거래보고 의무를 부과하였

다. 벨기에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EU 명령 및 FATF의 40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FATF, 유럽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 에그몽그룹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벨기에는 1999년 11월 1일 현재 미국을 포함
한 23개국과 FIU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바 있다.
(가) 보고의 수집(체계도 (1), (2)번)
보고의무 대상기관인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40)은 혐의거래를 CTIFCFI에 보고해야 한다. 혐의거래의 보고는 전화로도 가능하나 보고 후 즉
시 팩스 또는 문서로 작성하여 재보고해야 된다. 혐의거래가 실행된 후라
도 보고의무 대상기관은 혐의거래를 ‘알게 된 경우’에는 CTIF-CFI에 즉시
팩스나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직업상 고개비밀보호 의무가 주어진 공증
인, 보석집행관(bailiffs), 공인회계사(세금전문회계사 포함)는 자금세탁범죄
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CTIF-CFI에 보고해야한다. CTIF-CFI는 혐의거래보고서를 금융기관으로부
터 접수하여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분석․조사한 후 검찰에 제
공여부를 결정한다.
(나) 정보의 분석 및 제공(체계도 (1), (3)번)
CTIF-CFI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법｣ 제 15조에 의거하
여 경찰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CTIF-CFI는 사건이
자금세탁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Crown Prosecutor)에 제공하며 필요
시에는 거래를 24시간 지연시킬 수 있다.

40) 우편서비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대출회사, 부동산 중개업자, 공증인, 보석집행관, 회
계사, 감사관, 카지노,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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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CTIF-CFI의 정보체계
제 공 (수 사 의 뢰 )
금융기관 및

금융정보 보고 2

비금융기관 1

벨 기 에 FIU

검찰

(CTIF-C FI)

(C row n
Prosecutor)

정보교류 및
범죄수사 협조

수사결과 통보

추가적 정보입수 3

행정기관
외 국 FIU

감독
및
자문기관

경찰 등
수사기관

(다) 국제협력
벨기에와 미국은 1988년 자금세탁방지법관련 협약에 서명하고 1990년
에 이를 비준하였다. 벨기에는 FATF와 유럽이사회의 회원국이며 에그몽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그몽그룹은 벨기에의 CTIF-CFI와
미국의 FinCEN의 공동협력으로 출범하였다. CTIF-CFI는 1999년 11월 1일
미국을 포함한 23개국과 FIU관련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바 있다.
2) CTIF-FIU 의 특징
CTIF-CFI는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독립적 행정기관이나 재무부와 법무부
의 감독 하에 있다.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보고서를 혐의거래기준(subjective
criteria)에 따라 제출하나 단 카지노는 고액현금기준(objective criteria)으로 제
출한다. 카지노는 도박관련 금융거래고객의 신분을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
시 확인해야 되고 ECU 10,000(미화 13,000달러) 이상일 때 보고한다.
CTIF-CFI는 보고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민사나 형사상의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경찰 데이터베이
스에 접속하여 수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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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 및 문제점
1993년 이후 혐의거래보고 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1998∼99 회계
연도 중에는 7,884건의 보고가 이루어졌다. 조사를 실시한 혐의거래 보고
건수는 1993년 이후 1999년 6월30일 현재까지 총 6,120건에 달하며 그중
1,863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였다. 수사의뢰건수는 1994년 62건에서 1999
년 1,863건으로 증가하였고 수사의뢰 1,863건 중 182건에 대해 처벌이 이
루어진 바 있다.

바. 독일
1) FIU 제도의 운영현황
독일은 별도의 금융정보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1993년에 제정된
독일의 ｢중대범죄수익탐지법(The German Money Laundering Act)｣은 금융기
관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1998년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 금융서비스기관(financial service institutions), 금융
기업(financial enterprises) 그리고 보험회사 등에 확대적용되고 있다. 1998년
의 개정자금세탁법의 새로운 조항 중 하나는 현금, 증권 또는 귀금속의 거
래에서 DM 30,000(미화 17,600달러) 이상일 때는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자금세탁처벌은 형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전제범죄
는 특정범죄와 획정범죄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범죄는 6개 유형의 특정경
죄(Vergehen)로 수뢰 및 증뢰, 마약관련경죄, 조세법 위반(밀수관련 탈세),
횡령․사기․문서위조, 외국인법 위반․망명자관리법 위반관련 경죄, 범
죄단체 조직원에 의한 경죄로 구성되고 획정범죄는 중죄(Verbrechen)를 포
함한다. 독일에서는 관련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자금세탁관련지침을 제
공하고 있으며 연방은행감독원이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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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혐의거래보고의 처리현황
93/12/01- 94/7/01- 95/7/01- 96/7/01- 97/7/01- 98/7/01- 합계
94/6/30 95/6/30 96/6/30 97/6/30 98/6/30 99/6/30 99년6월
수집한
혐의거래보고서:
혐의거래기준
수집한
혐의거래보고서:
고액기준
(카지노만 적용)
조사한
혐의거래보고서
건수
검찰에 수사의뢰
건수

942

3,106

4,480

7,136

8,754

7,884

32,302

0

0

0

0

0

111

111

359

664

854

1,606

1,340

1,297

6,120

62

148

186

473

541

453

1,863

자료: CTIF-CFI 자료 참고

< 그림 4-7> 독일의 자금세탁방지체계

담당검찰

혐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의

거

래 보

고

2

수사결과제출
1

혐의

거래
보고

수사협조

2

주 범 죄 수 사 청 (L K A )3
연 방 범 죄 수 사 청 (B K A )3

자료: 독일연방은행감독원 자료 참고

(가) 보고의 접수(체계도 (2), (3)번)
독일의 금융기관 및 비 금융기관41)은 혐의거래를 관할 검찰, 주 범죄수사
41) 신용기관, 보험회사, 경매사, 금융서비스기관, 금융기관, 금 딜러(bullion dealers), 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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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LKA: Landes Kriminal Amt), 연방범죄수사청(BKA: Bundes Kriminal Amt)
에 보고한다.
(나) 정보의 분석
독일에서는 FIU가 없기 때문에 검찰과 범죄수사청에서 자체적으로 분
석을 실시한다.
(다) 정보의 제공(체계도 (3)번)
주범죄수사청(LKA) 또는 연방범죄수사청(BKA)는 혐의거래보고를 수집
분석한 후 검찰에 제공한다.
(라) 국제협력
독일은 FA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의
회원국으로 있다. BKA가 독일을 대표하여 에그몽 그룹에 참여하고으나,
현행 독일법 상 동 기구를 독일의 중앙집중적인 FIU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일은 G-7국가로서 FIU기관의 설립 약속을 곧 이행해야 한다.
2) 특징
(가) 보고의 접수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은 혐의거래보고를 검찰 또는 범죄수사청에 제
출한다. 현재 독일은 독립된 금융정보기구를 두고 있지 않으며, 금융범죄
와 자금세탁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수사를 주범죄수사청(LKA) 및 연방범
죄수사청(BKA)이 담당하고 있다.
(나) 수사기관간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도 (3)번)
노, 현금송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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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에는 주범죄수사청(LKA)에 통상 경찰 및 세관으로 구성된 공동금융
수사단이 조직되어 있고 연방 차원에서는 연방범죄수사청(BKA)에 연방경찰
및 세관으로 구성된 공동금융수사단이 설치되어 있다. 주범죄수사청에 설치
되어 있는 공동수사단은 혐의거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자금세탁법에 의
거, 혐의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수집, 의심이 가는 사안을 분석하며 금융과
관련된 사건을 취급하는 여타 수사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연
방범죄수사청의 공동금융수사단(GFG: Gemeinsame Finanzierungs Grouppe)은
‘자금세탁처리과(OA 14-GFG)’와 ‘금융수사과(OA46-GFG)’ 등 2개 과로 조직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 범위를 넘어서거나 국제적인 사건, 여타 중대범
죄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범죄를 추적․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자금세탁처리과’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수사와 관련한
국제정보교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금융수사과’는 혐의가 있는 금융거
래에 관한 자체 수사, 여타 수사기관의 금융관련 수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가. 보고의 유형
미국과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FIU제도 운영초기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만을 접수하였으나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실효성 부족으로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최근 FIU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주로 혐의거래보고제도만을 채택하는 것은 동 보고제
도가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도 제도시행 초기에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자금세탁예방효과, 수사관련 자료확보,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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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지제도 도입 차원에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
다.

나. 보고의 분석
혐의거래보고 접수 후에 혐의거래보고의 혐의성을 강화․입증하기 위
한 분석이 요청된다. 미국의 경우 혐의거래 보고내용을 법집행기관에 먼
저 제공하고 요청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다. 호주의 경우에
는 혐의거래보고가 접수되면 온라인조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한다. 각 국가들은 분석과정에서 다양한 정부
기관 나아가서는 상업데이터베이스까지 활용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시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혐의거래보고 접수 후 행자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외환전산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의 혐의여
부를 입증강화하기 위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정보의 제공
FIU 설립목적의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분석결과를 법집행기관
에 제공함으로써 자금세탁관련 범죄수사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식을 정하
고 그에 따라 법집행기관들이 FIU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다. 미국은 연방/주의 금융감독기관과 연방/주 법집행기관에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는 국세청, 연방경찰, 관세청, 국가범죄국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경찰, 검찰, 세관, 마약당국 등
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검찰, 경찰, 관세청, 국세청 등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통해 수사의 효율
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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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협력
자금세탁은 국제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다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간
의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은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미국, 호주, 영국, 벨기에 등 주요국은 해외의 FIU, 국제범죄수사 관
련 기구들과 MOU를 체결하여 활발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FIU 설립후 해외 FIU 및 국제범죄수사기구들과의 MOU 체결을 통
해 정보교류․국제공조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 FIU 의 소속
FIU는 주로 재무부, 법무부, 경찰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는
FIU가 금융문제와 범죄를 다룬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FIU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재무부, 법무부, 경찰의 적극적 협력이 요청된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분석과정에서 혐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관
계기관간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부처가 FIU를 담당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바. 협의체 운영
정부유관기관간의 원활한 협력과 이를 통한 FIU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서는 정부유관기관간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주의 경
우 관세청, 연방경찰, 국세청, 국가범죄국, 호주 범죄정보국, 증권투자위원
회, AUSTRAC이 참여하는 NCATF를 구성하여 보고정보의 공동분석과 검
토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호주의 NCATF의 사례를 따라
자금세탁범죄분석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사분석의 효
율성 제고와 정보교류의 원활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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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무기관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고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점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 금융기관내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주요국들은 자금세탁방지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금융기관 내에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정책과 프로그램, 감사체계
를 구축토록 규정하고 있다.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은 금융기관
에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혐의거래보고가 보고책임자를 통해 FIU에 전
달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보고책임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FIU와 법집행기관의 요청에 응답한다. 혐의거
래보고제도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
인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에게 보고책임자 지정, 자금세탁방
지 프로그램 마련, 직원 교육실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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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U 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가. 금융정보기구의 설치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정보
를 일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는 금융정보기구를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주도하
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의 유용성은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문적인 수집 및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기관간의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불법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
집․분석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유관기관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유
출입 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금융정보기구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관기관의 공유정보와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
선 금융기관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전제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고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의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에 대한 조사체계는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기관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한 실정이다.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은 고도의 수법과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자료, 금융거래자료 등 각종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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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연계 분석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
입을 적발, 방지할 수 있다. 금융정보기구는 금융거래보고를 일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한편 관련기관의 각종정보를 활용하여 특정거래의 혐의여
부를 분석한 후 법집행기관에 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와 범죄적발 및 예
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즉 금융정보기구의 설치는 불법금융거래 관련
감독 및 조사업무의 효과적인 조정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둘째, 금융정보기구는 금융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금융정보기구의 활동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독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혐의
거래를 직접 검찰이나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를 한 금융기관의 종
사자나 금융기관은 검찰이나 국세청의 수사․질문에 응해야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혐의 거
래보고에 대한 유인이 매우 적다. 금융정보기구는 혐의거래가 발생한 경
우,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그 혐의 여부를 우선 판단하기 때문에 혐
의거래보고로 인하여 처음부터 피보고인 또는 기업이 검찰이나 국세청
등의 법집행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셋째, 금융정보기구는 국제협력의 매개기관의 역할을 한다. 금융정보기
구의 활동은 범죄로부터 연유한 자금세탁의 적발과 예방을 위한 국제적
인 공조체계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간의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통해 자
금세탁을 방지하고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를 적발 및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경간 자금세탁,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정보기관, 특히 FIU들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에는 FIU가 없기 때문에 국제협력에 한계가 있
다. 각국의 FIU들은 상호간에 의정서(MOU)체결, 정보교환을 통하여 국
제적 자금세탁범죄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FIU의 설립은 자금세탁과 불
법적인 자금의 유출입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가능한다.
금융정보기구의 소속부처를 선정할 때는 다음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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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금융거래는 복잡다기하고 거래
방식도 지속적으로 발전․변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이는 금융
정보기구를 유지․개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
제부처가 시스템을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중립적인 입장
(neutrality)에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금융정보기구
는 금감위, 관세청, 국세청,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한국은행 등 다양한
부처 및 기관과 효율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그 기능을 극대
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간의 업무협의와 조정을 효율적으로 성취하
고 중립적 입장에서 금융정보기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처가 본 기구를
담당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협력에 능한 부처가 적절하다. 외환관련 범죄
및 자금세탁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 금융정보기구와의 정
보교류와 협의에 능한 인력을 갖춘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금융정보기구의 주관 부서로는 금융 및 외환정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총괄 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하는
재경부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가
칭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치하고 중립성 유지를 위해 타 업무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토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타부처나 정부기관
간에서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직급을 차관급 정도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분석기구｣는 재경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등의 관계기관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함으로
써 전문성제고와 관련기관간의 원활한 협의를 도출해내어야 한다.

나. FIU 제도의 운영체계
1)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도입
한국형 FIU제도의 운영체계는 <그림 5-1>에 묘사된 바와 같다. 우선
보고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우선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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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 금융자
금이 범죄로부터 연유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될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
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보고의무자는 금융기관과 일부 비금융기관
이며 보고방식은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 혐의거래 내역을 기록하여 금융
정보기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지점의 종사자
는 본점의 보고책임자에게 혐의거래 내역을 보고하고 보고책임자는 혐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기구에 혐의거래보고를 접수하도록 한다. 또한 보
고시점은 혐의사실 인지 후 즉시로 규정하여야 한다.
혐의거래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가․차명 계좌라는 의심이 생기는 경
우, 단기간에 거액의 빈번한 입출금 후 계좌가 해지된 경우, 단기간의 다
수거래로서 현금․수표의 입출금총액이 거액인 경우(분할거래), 거래의
비밀을 부자연스럽게 강조하거나, 혐의거래 보고를 하지 않도록 의뢰, 강
요, 매수하는 고객과 관련된 거래, 타국 송금시 허위의 정보 또는 불명확
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한 국가․지역과 관
련된 혐의거래 등이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의 면책 및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어떤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의로
금융정보기구에 신고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정보
공개에 대한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혐의거래보고를 활성
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는 혐의거래보고 사실을 고객에게 알
리지 말아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 도입의 취지는 본 제도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제도로써 주요 국제규범이 본 제도의 채택을 강력
히 권고하고 있으며, 에그몽그룹의 모든 회원국 및 지역이 이 제도를 채
택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고 효율성이 입증된 제도라는 점이다. 거래
금융자산이 범죄로부터 연유한 불법수익인가의 여부는 금융기관의 창구
에서 일하는 직원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일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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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 한국형 FIU 운영 체계도
FIU

2

금융기관지점

1

3

본점 : 보고책임자

3

4

5

법집행기관

1. 비정상거래보고
2. 혐의거래보고
3. 업무연락
4. 정보제공
5. feedback

원에 의한 혐의거래보고는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을 적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혐의거래보고제도만을 도입함으로써 여타 보고제도의 도입시
발생할 금융기관의 과도한 보고부담 경감, 제도운영 인력과 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금거래가 빈번하고, 신용거래
관행이 미확립되어 있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즉시 도입은 금융거래
정보노출에 따른 일반국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감 증폭과 그에 따른 제도
도입에 대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2) 보고의 분석
FIU는 접수된 혐의거래보고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여야 한다.
FIU는 접수된 혐의거래보고에 대해 주민등록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혐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분석기
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행자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한국
은행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FIU에
대한 각 관련기관들의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식을 정하여야 한다. 외환거
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외환전산망에서 수집하고 있는 현금거래 보고
내용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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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의 제공
FIU는 접수된 혐의거래보고의 혐의성이 판정된 이후 이를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 직접적인 수사 및 조사에
착수하도록 한다. 개인비밀의 보장과 정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FIU
는 각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정보의 범위와 방식을 정하여야 하고 각 기
관별 정보제공의 범위는 각 법집행기관의 활동목적을 고려하여 그 목적
에 적합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조치한다. 각 법집행기관은 FIU로부터
제공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및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FIU에
통보함으로써 FIU의 운영개선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국제협력
FIU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의 FIU
들과 정보교류 및 수사협력을 위한 의정서(MOU)를 체결하여야 한다. 또
한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을 추진하고 기타 국제범죄방지 관련
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
입을 추진하여야 할 관련 국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국 FIU들의
모임인 에그몽그룹과 OECD의 FATF가 있다.
(가) 에그몽그룹
본 그룹에의 가입요건은 에그몽그룹의 정의에 합당한 금융정보기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에그몽그룹에의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그룹내의
법률작업반(Legal Working Group)의 의장에게 먼저 가입의사를 표명하여
야 한다. 법률작업반은 작업반 참가국 중에서 후원국을 선정하여 참가신
청 국가의 서류작성을 지원하고 작업반에서의 의사표명을 대신하도록 하
고 있다. 모든 서류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반 의장은 가입지원건을 차기
작업반 회의의 의제로 상정한다. 법률작업반에서 지원국가의 FIU가 에그
몽의 FIU 정의에 합당한 것으로 판정되면 법률작업반 의장은 에그몽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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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FIU들에게 지원사실을 공지하고 차기 총회의 의제로 상정한다. 총회
에서 각국 FIU단장들은 법률작업반의 의견을 참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
한다.
(나) FATF
OECD FATF는 89년에 5년간 설립된 임시작업반으로 그 후 2차례에 걸
쳐 활동기간이 연장되어 현재로는 2004년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FATF에의 가입요건은 첫째, FATF 40개 권고사항(1996)을 3년 내에
이행하고 연례자체평가 그리고 2차례의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s)시행
을 약속할 것, 둘째, 지역차원의 자금세탁방지기구에 적극 참여하거나 그
러한 지역차원기구 구성에 적극 참여할 것, 셋째,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
가일 것, 넷째, 마약거래와 기타 중대범죄 수익세탁의 범죄화 입법이 완
료되어 있을 것, 다섯째, 금융기관의 고객확인과 혐의거래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을 것 등이다.
먼저 본 작업반 가입을 위해서는 우선 옵저버 자격으로의 참석을
FATF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옵저버로서의 참석이 허용되면 년 3회
(대개 2월, 6월, 10월) 열리는 FATF 총회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한
편 40개 권고사항의 이행과 2회의 상호평가 실시, 해당지역에서의 자금세
탁방지를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을 약속하는 장관급의 서한을 제출하여
야 한다. FATF 참가 1년 내에 제1차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제1차 상호평
가의 결과에 따라 가입이 결정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3국은
1999년 9월 제11차 FATF 총회 제1회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하였고 2000년
6월 제11차 총회에서 상호평가를 받은 후 정식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외국 FIU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청된다. 혐의거래관련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
국의 FIU들과 MOU를 체결하여 국제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류를 활성
화하여야 한다. FIU간 정보교류 시에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데이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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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엄격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몰수, 범죄인인도, 상
호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FIU는 국가간의
사법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노력
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을 위해 양자 및 다자 협정을 체결하고 국가간 공
조수사를 장려하여야 하며, 기록제출, 수색, 증거의 압수 및 획득 등의 조
치와 관련한 상호지원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자금세탁 관련 재산의 확
인, 동결, 압류 및 몰수를 위한 외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자금세탁 관련 범죄
피의자를 인도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매개체로 이용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크게 저하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Soundness)과 완전성(Integrity)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성
이 상실될 것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은 바젤(Basle)위
원회의 선언(1988), FATF의 40개 권고안(1990), UN선언(1998)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바젤선언은 고객확인, 법집행당국과의 협력강
화, 각 은행내부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직원교육, 내부감독 등
내부제도 확립을 권고하고 있다. OECD FATF 40개 권고안은 고객의 신
원확인, 거래기록보존, 금융비밀보호법 완화, 혐의거래보고, 수사기관과의
협력강화,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프로그램 개발 등을 권고하고
있다.
UN 선언(1998)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수립, 고객 신원확인과 거
래기록보존, 혐의거래 보고, 은행비밀제도의 완화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
에 각 국가들은 국제적인 협약과 권고에 따라 관계기관이 금융기관의 자
금세탁관련 이행사항을 감독하는 한편 금융기관들 스스로 내부제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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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이 사회적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들은 금융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범사회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보고제도는 실질적으로 창구에
서 범죄혐의 거래자와 접촉하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종사자들의 협
조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창구직원들은 고객들과 물리적이고 지속적
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거래의 혐의성 여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둘
째, 금융기관 자체의 이미지가 제고된다. 자금세탁 방지 노력에 적극 참
여하는 금융기관은 당 기관이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연루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Clean
Bank”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셋째, 법집행기관과 협력적인 관
계를 설정하게 된다. 자금세탁방지 노력에의 협력을 통하여 금융기관은
법집행기관에 대해서 규제 및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자로서의 관계
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1) 금융기관내부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구축방안
자금세탁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제고,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비
밀보호 준수, 내부보고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기관별로 자금세탁방지 프
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기간 거래로 거래내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구분하고, 혐의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신원확
인 및 거래의 목적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종사자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가) 내부규정 및 보고체계 구축
각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내부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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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기관별로 보고책임자(Compliance Officer)를 지명하여 금융기관과
금융정보기구간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보고책임자는 각 지
점으로부터 비정상적 거래를 보고받은 즉시 자금세탁과의 관련성을 검토
하여 기관명의로 혐의거래보고서를 금융정보기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FIU와 법집행기관은 필요시 보고책임자와 업무연락을 취한다. 보고책임
자는 소속 금융기관내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이행을 추진․감독한
다.
(나) 내부교육체계 구축
각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혐의거래의 유형을 숙지하고 창구에
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혐의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
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혐의거래의 유형, 보고지침 등 교육자료는 FIU
와 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 대표자들이 협의하여 작성한다. 자금세탁 방
식이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한 복잡다기한 수법이 강
구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혐의거래를 포착할 수 있도록 보고지침과 참
고사례를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다) 내부 감사체계 구축
각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내부 감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들은 자체적인 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금융정보기구의 역할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감독은 금감위, 한은
등에 위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금융기관과의 협조하에
혐의거래보고의 유형, 업무지침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혐의거래보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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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1> 금융기관의 보고체계
FIU

2
금융기관지점

본점 : 보고책임자

3

4

5

1
3

1.
2.
3.
4.
5.

법집행기관

비정상거래보고
협의거래보고
업무연락
정보제공
feedback

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마련과 제도개선에 주력하여야 한다.

2. 중장기 추진과제
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순차적 도입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금
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호주, 카나다 등은 일정금액 이상(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보고의무자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이며 보고 방
식은 규격화된 서식에 의거하여 고액거래 내역과 관련정보를 관계기관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시점은 거래발생 후 15일 이
내로 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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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거래보고제도로 적발하지 못하는 자금세탁행위를 자료분석을 통해
적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장점은 보고를
접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수사 시 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보고제도의 단점은 금융기관에 추가보
고 부담을 부과하는 한편 고액현금거래보고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인공
지능시스템 도입, 다수의 전문 분석인력이 요청됨으로써 대규모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입법 시에 고액현금거래의 감시에 대한 국민들
의 저항이 우려된다.
그러나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며, 기술의 발전, 분석능력의 향상, 금융전산망의 확대 등에
따라 비용요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에 대해
서는 보고의무를 면제함으로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금융기관과의 거래, 특정기준에 합치하는 소매업자 등 신용이 확실
한 고객과의 거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거래 등 7개 유형에 대해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면제하고 있으며 미국도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
다. 혐의거래보고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한 모델이다.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목표가 이익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도입을 중장기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보존의무와 처벌의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상법과 법인세법에서 기록보존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현재 상법(5장 33조)은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
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상업장부 등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
의 이사 등이 본 조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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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상법 605조). 법인세법(제60조)에도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
식부기에 의해 이를 기장하여야 한다”고 장부의 비치․기장에 관해 규정
하고 있다.
자금세탁관련 범죄행위의 기소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자료
가 보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록보존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기록보존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
국의 경우 기록보존의 범위와 감독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한 기록보존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경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 달러 이하의 벌금, 중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십만 달러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 보고대상의 확대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환전상, 카지노 등 비금
융기관을 통해서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보고
체계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범죄수익은 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혐의거래 보고대상을 비금융기
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금세탁에 노출될 수 있는 비
금융기관으로는 환전상,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골동품상, 고가
의 예술품 거래상,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고가의 상품판매상, 경마업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카지노, 고가품 판매상, 경마관련업자,
스포츠도박업자, 금괴판매업자 등에게 혐의거래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세탁의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골동품상, 고가의 예술품 거래상, 고가상
품판매상 등에 대한 혐의거래보고 부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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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인력 확보
금융정보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
이다. 특히, 금융범죄의 수사와 분석에 능한 전문인력, 원활한 국제협력을
위해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감각을 가진 전문인력, 정보시스템을 운영
할 전문기술인력의 확보가 요청된다. 상기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국내외 연수와 교육을 통한 관련부처의 인력자원개발, 정보시스템
의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전문기술인력 공급확보가 요청된다. 또한 금융
정보기구에의 장기근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승진, 급여상의 특혜
부여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 전자금융거래 확대에 대한 대응
금융서비스 자체가 전자화된 매체를 이용하여 제공될 경우를 포괄적으
로 전자금융(on-line financial service 또는 electronic financial service)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고객이 전자장비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거래 금융기관의
자기계정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인터넷금융이라 정의한
다.42) 또한 화폐가치를 전자기호로 저장하였다가 지급결제 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전자화폐라 칭한다. 전자상거래의 확대, 인터넷뱅킹, 전자화폐
의 도입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는 이와 같은 새로운 도구를 이
용한 불법적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WEFA(1999. 2)는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1998년의 774억불에서
2003년에는 1조 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전산원
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1998년 740억 원에서 2002년에는 3조
7,8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

42) 권재중(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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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자화폐는 익명성의 보장, 원격지로의 신속한 자금이체가능 등의 특성으
로 인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전자화폐
의 사용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발
초기 단계이다. 중장기적으로 전자금융거래는 더욱 확대될 추세이며 따
라서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방안 마련
이 요청된다. 미국, 호주 등은 인터넷뱅킹, 전자화폐 등을 통한 자금세탁
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미국 FinCEN의 경우
전자뱅킹의 영향을 평가하는 e-money부서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
상은행(cyberbank)에 대해서도 BSA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록보존, 혐의거래보고, 고액거래보고 등의 의무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에 대처한 전문인력과 자
원을 확보해야 한다.

바. 파생금융거래 확대에 대한 대응
1990년대 들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한
자금세탁의 가능성 또한 한층 높아졌다. 전세계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잔
고는 1986년 약 1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2년에는 약 10조 달러, 1997년
에는 41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다.43) 특히 장외시장을 통한 파생
금융상품 거래는 1997년 약 28조 달러로 전체의 70%에 달하며, 나머지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1999년말 현재 국내은행(특
수은행제외)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잔액기준)는 46조 7천억 원 정도이
43) 파생금융상품이란 외환, 채권, 주식, 원자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으로부터 파생되는 금융상의 계약형태를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
장은 계약의 유형에 따라 선물시장(futures market), 옵션시장(options market) 및 스왑
시장(swap market) 등으로 대별되고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라
더욱 세분된다. 국제금융연구회(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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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증권은 약 3조 원, 종금은 약 4조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해 주로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해 감
독하고 있으며, 업종별(금융기관, 증권사, 종금사)로 동 거래를 감독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향후
FIU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인 또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
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서의 자금세탁관련 혐의
거래보고의 기준은 금융기관, 증권사, 종금사의 실무자와 FIU간의 업무협
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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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 및 외환자유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2001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중개지化를 막기 위한 방
안으로 FIU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는 이미 전세계 45개
국과 8개 지역에서 채택․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를 비롯한 10개국 이상
이 본 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OECD의 FATF,
에그몽그룹, UN 등의 국제기구는 전세계 국가들에게 FIU제도의 도입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국제적 협조체제에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
는 상황이다. OECD 회원국 중 FIU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한
국과 폴란드 2개국뿐인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의 범죄화, 금융거래정보보고제도 도입, 금융정보기구의 설치 등이 요청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약범죄 이외의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
탁의 범죄화,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도입,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운영할 금융
정보분석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자금세탁의 처벌을 위해서는 마약
류범죄 이외의 조직범죄, 중대 경제 및 탈세범죄, 증․수뢰 등의 중대범
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규정하여야 한다. 현재 국제적 추세는 자금
세탁의 전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죄질의 중요성,
자금세탁발생 가능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전제범죄의 범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자금세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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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되어야 한다.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혐의
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국경간 자금거래보고제도, 화폐수
단이동보고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도는 혐의거래보고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FIU제도 운영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직
원이 업무수행시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
에 대해 해당기관 자체의 메카니즘을 통해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하
도록 하는 제도이다. 혐의거래의 유형에 대해서는 금융정보기구가 그 유
형을 제시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도
록 하여야 한다. 여타의 금융거래보고제도 또한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
으나 보고와 관리․감독에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도입
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체제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도할 금융정보기구
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혐의거래보고를 접수․분석
하여 혐의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 수사에 착수
하도록 한다. 따라서 금융정보기구는 자금세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상시적으로 법집행기관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를 법집행기관이 아닌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하기 때문에 금융정
보기구의 운영 금융기관이 법집행기관과 직접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자금세탁과 불법거래에 대한 보고를 장려한다. 금융정보기
구는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체계를 지도, 감독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
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정
보기구의 설립은 각국의 금융정보기구와의 정보교환 및 국제협력을 추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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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제고시켜 준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도입 고려, 기록보존의무와 처벌 강화, 보고대상의 확대, 새로운 자금세탁
도구 및 방식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FIU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본 제도의 시행은 궁극적으로 자금세탁 범죄로부터 금융기관
의 완전성(Integrity)과 건전성(Soundness)을 보호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금융시스템의 완전성과 건
전성을 확보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제
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제도의 도입은 자금세탁행위와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입 행위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상기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금세탁비용의 상승은 자
금세탁을 수행할 유인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금세탁방지
활동은 궁극적으로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를 억제함으로써 범죄의 확대 재
생산을 차단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
다. 결국 FIU제도는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인 제도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정착시키는 노
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관련 정보의 축적과 분석
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FIU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
한 정보의 축적과 시스템 구축은 상당한 인력과 재원, 시간을 필요로 하
는 작업이다. 따라서 제도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미약할 수도 있으나 정
보가 축적되고 전문성이 확보되면 자금세탁 및 자본의 불법유출입 방지
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1월 외환자유화가 시행된 상
황에서 FIU제도의 구축은 매우 시급한 현안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
부는 FIU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 시스템구축 작업을 조속히 마
무리지어 FIU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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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 미 주지 역 >
소속

관계 법령

보고 유형

조직/기능/역할

정부기관과의 협력

금융기관과의 협력
/ 내부체계

ㅇ혐의거래
ㅇ고액현금거래
ㅇ현금/화폐수단 반출입
보고
ㅇ혐의지역금융거래보고
ㅇ카지노의고액현금거래
ㅇ해외은행/금융구좌보고
ㅇIRS Form 8300

ㅇ180명의 직원 및 40여명
의 파견 직원
ㅇ정보의 수집, 분석 후 결
과를 법 집행 기관에 배
포하고 금융기관에 피드
백 제공, 감독․조사 수행
ㅇ수사권 없음.

ㅇ각종 정부기관,
주․지방정부와 정
보교류 채널 구축
(150여 개 기관에
정보제공)

ㅇ각종 연방금융감독기
관이 BSA 의무이행여
부를 감독(FRB, OCC,
FDIC, OTS, NUCA)
ㅇ각 감독기관과
FinCEN 이 지침제공

ㅇ연방경찰(RCMP)과
DB 공유 및 수사
협조

ㅇFinTRAC은 모든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며 새로운 지침
에 부합하는 보고를
하도록 지시․감독함.

미국
(FinCEN)

ㅇ재무부
(1990.4)

ㅇ분리입법: 자금세탁통제법(1986)/
은행 비밀법(1970)
ㅇ전제범죄: 99가지 유형의 특정범죄
(마약, 밀수, 살인, 도박 등)

캐나다
(FinTRAC)

ㅇ재무부
(2000. 7)

ㅇ분리입법: 형법/범죄수익법(2000. 6)
ㅇ전제범죄: 7개 유형의 특정범죄
(마약, 조직범죄 등)와 획정범죄
(기소 가능한 형기 5년 이상인 범죄)

ㅇ혐의거래
ㅇ고액현금거래
ㅇ현금․화폐수단의 국경
간 이동보고

ㅇ각종 보고의 수집, 분석
ㅇ수사권 없음.

파나마
(UAF)

ㅇ공공안
전 ․국
방위원
회
(1995)

ㅇ분리입법: 형법 263조(마약관련 자금
세탁만을 범죄화함)/Law n.46(1995.
현금거래 보고의무화), 은행협약
2-96 (1996. 혐의거래보고 의무화)
ㅇ전제범죄: 마약거래

ㅇ혐의거래
ㅇ고액현금거래

ㅇ각종 거래보고접수․분석
후 공화국 대통령에 보고
함.
ㅇ수사권 없음.

콜롬비아
(FIAU)

ㅇ재무부
(1999)

ㅇ분리입법: Law 365(1997)- 자금세탁
범죄화/Law 526 (1999.8)-FIAU 설립
및 보고 규정
ㅇ전제범죄: 마약, 조직범죄 등

ㅇ혐의거래

ㅇ정보를 수집하여 전산 처
리 및 분석 후 수사기관
에 제공
ㅇ수사권 없음.

ㅇ필요한 모든 정보
를 공공기관에 요
청가능

브라질
(COAF)

ㅇ재무부
(1998)

ㅇ통합입법: 자금세탁방지법 N°9.613.
(1998.3)
ㅇ마약 및 테러 관련범죄, 금융제도
위반행위 등 7개 유형 특정범죄

ㅇ혐의거래

ㅇ10명
ㅇ정보 수집, 분석
ㅇ징계 및 교육
ㅇ수사권 없음.

ㅇ중앙은행, 증권위원
회, 복지위원회, 마
약퇴치기구, 사생활
보호감독원 등과 협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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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각종 감독기관(은행위
원회, 국제무역관리처,
통산부 등)이 금융기관
의 보고의무 이행을
감독

ㅇ각 기관에 지침제공

< 유 럽 지 역 >
소속

관계 법령
ㅇ분리입법: 형법/금융시스템이용자금세탁
벨기에 독립기관(1993)
방지법(1993)
(CTIF- 재무/법무장관
ㅇ전제범죄: 특정 17개 유형 관련범죄(마약, 밀
CFI) 이 감독
수, 조직범죄, 테러, 부패, 금융범죄 등)

조직/기능/역할

정부기관과의 협력

ㅇ혐의
거래

ㅇ수집․분석후 검
찰에 제공
ㅇ수사권 없음.

ㅇ자금세탁방지법 제15조에 의
거하여 모든 정부기관의 협
조 요청 가능

ㅇ금융기관은 자금세탁 관련
내부교육을 자체 실시

법무부(1994)

ㅇ분리입법: 형법/혐의거래보고법(1994), 신원
확인법(1994)
ㅇ전제범죄: 형법상의 모든 범죄 행위
(자금세탁 수익을 형법상 장물로 간주)

ㅇ혐의
거래

ㅇ 1 5 명+ 유관기관
파견인력
ㅇ감독위원회
ㅇ수집․분석․배
포
ㅇ수사권 없음.

ㅇ법무 및 재무장관과 유관기
구의 대표로 구성되는 감독
위원회가 MOT에 전문지식
제고하고 지표설정, 업무효
율화 등을 지원

ㅇ지침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MOT에서 제공하며 6개월마
다 혐의거래 보고기준 제공

영국
(ECU)

NCIS산하조직

ㅇ분리입법: 테러방지법(1989), 형사사법법
(1993), 마약거래법(1994)/자금세탁규칙(1993)
ㅇ전제범죄: 특정범죄(마약및테러관련)와 획정
범죄(형사사법법이 적용되는 모든 범죄)

ㅇ혐의
거래

ㅇ약 30명
ㅇ수집․분석후 수
사기관에 제공
ㅇ수사권 없음.

ㅇ합동 자금세탁 운영그룹 및
자산몰수 관련 작업반을 통
한 협력체제 운영

ㅇ금융감독청이 감독
ㅇ금융기관 내부 보고담당자
지정
ㅇ금융기관별 자체지침 작성
및 내부교육 실시

프랑스
(TRACFIN)

재무부(1990)

ㅇ분리입법: 형법/자금세탁방지법(1990, 1993)
ㅇ전제범죄: 마약관련범죄와 획정범죄(모든 중
죄와 경죄)

ㅇ혐의
거래

ㅇ검찰, 경찰, 관세청,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간 협조체제
유지

ㅇTRACFIN이 직종별 지침작
성 및 교육실시. 금융기관과
의견교환 촉진

스위스
(MROS)

연방 경찰
(1998)

ㅇ분리입법: 형법(305조)/자금세탁법(1998)

ㅇ혐의
거래

네덜란드
(MOT)

핀란드
(MLCH)

독립기관(1998)
(1998년 내무부 ㅇ분리입법: 형법/자금세탁방지제거법(1998)
산하조직에서 ㅇ전제범죄: 마약, 탈세, 장물죄, 기타 금융관련
1999년국가조사
범죄 등
국부설기관으로

불가리아
(FIB)

재무부(1998)

독일

-

보고 유형

ㅇ혐의
거래

ㅇ약 30명
ㅇ수집․분석후 수
사기관에 제공
ㅇ수사권 없음.
ㅇ수집․분석후 검
찰에 제공
ㅇ수사권 없음.
ㅇ18명
ㅇ수사권 있음.
ㅇ 수집 ․ 분석 ․ 조
사

ㅇ자금세탁법 제29조에 의거
혐의거래 조사시 정부기관의
협조요청 가능
ㅇ세무, 세관, 검찰, 압류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ㅇ경찰, 주민등록, 기업정보, 부
동산 등기 및 신용정보자료
접속

금융기관과의협력/내부체제

ㅇ자금세탁방지 교육지침 제
공
ㅇ보고서, 보고체계, 자금세탁
유형 등에 관한 상호협의
ㅇ연례 연수실시

ㅇ분리입법: 형법/자금세탁방지법(1998)
ㅇ전제범죄: 획정범죄(형법상 위배되는 모든
범죄행위)

ㅇ혐의
거래

ㅇ15명+유관기관파
견인력, 확충예정
ㅇ수집․분석후 수
사기관에 제공
ㅇ수사권 없음.

ㅇ재무부와 내무부의 공조
ㅇ중앙은행, 법무부, 내무부 등
주요 기관의 전문가가 FIU에
참여

ㅇ각 금융기관은 혐의거래 판
단기준, 교육 등 관련 내부
규칙을 작성하여 재무장관
의 승인 받음.

ㅇ분리입법: 형법, 조직범죄법(1998)/자금세탁
법(1993 제정, 1998 개정)
ㅇ전제범죄: 6개 유형 특정범죄(마약, 뇌물 등)
와 획정범죄(중죄)

ㅇ혐의
거래

ㅇFIU 없음.

ㅇ혐의거래 보고를 검찰이 직
접 접수

ㅇ연방은행감독원 감독, 반자
금세탁지침서 작성
ㅇ혐의거래보고 내부담당자의
지정, 종업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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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대양주지역>
관계 법령

보고 유형

조직/기능/역할

정부기관과의 협력

금융기관과의 협력
/내부체계

ㅇ분리입법: 범죄수익법(198
7)/금융거래보고법 (1988)
ㅇ전제범죄: 2개 유형 특정
범죄(마약관련 범죄, 조직
적 사기)와 획정범죄(기소
가능한 범죄)

ㅇ혐의거래
ㅇ고액현금거래
ㅇ고액도박거래
ㅇ국제간 자금이
체
ㅇ화폐휴대반출입

ㅇ100여 명
ㅇ수집․분석 후 수사기관에
제공
ㅇ수사권 없음.

ㅇ정부내 각종기관과 정보교
류
ㅇNCATF 운영

ㅇAUSTRAC이 감독
ㅇAUSTRAC이 지침제공
ㅇProvider Advisory
Group 운영:의견수렴

ㅇ금융감독청
(2000. 2)

ㅇ통합입법: 조직적범죄처
벌법(2000.2)
ㅇ전제범죄: 마약, 형사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등
특정 226개 범죄

ㅇ혐의거래

ㅇ12명
ㅇ수집․분석 후 수사기관에
제공
ㅇ수사권 없음.

ㅇ검찰의 정보열람 가능
ㅇ수사당국과 정기적으로 의
견교환

ㅇ금융감독청이 감독
ㅇJAFIO가 지침제공

대만
(MLPC)

ㅇ법무부조사국
(1997. 4)

ㅇ통합입법: 세전방제법
(1996)
ㅇ전제범죄: 9개 유형 특정
범죄(형법 및 특별법상의
죄)와 획정범죄(형기 5년
이상의 중대범죄)

ㅇ혐의거래

ㅇ15명
ㅇ수집․분석․조사,
방지 전략연구
ㅇ수사권 없음.

ㅇ행정부, 증권외환위원회, 노
동보험국, 금융정보센터 등
에서 정보입수

ㅇ재정부 금융국이 감독
ㅇ은행 협의회가 지침 제
공
ㅇ교육 및 훈련실시
ㅇ계좌정보요청

싱가폴
(CAD)

ㅇ경찰청
(1984년 재무부
소속기관에서
2000.1 내무부
경찰청 소속
으로 변경)

ㅇ통합입법: 부패․마약거
래 및 기타중대범죄처벌
법(1999)
ㅇ전제범죄: 특정 187개 범
죄

ㅇ혐의거래

ㅇ금융조사과 12명 (CAD는 160
명)
ㅇ수집․분석․수사업무
ㅇ수사권 있음.

ㅇ여타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
입수
ㅇ정보를 제공치 않음.

ㅇMAS가 감독
ㅇMAS가 자금세탁 방
지에 관한 지침 제공

ㅇ경찰청(1994)

ㅇ통합입법: 마약거래․이
익환 수령(1989.9)/조직․
중범죄령(1994.12)
ㅇ전제범죄: 마약, 뇌물, 밀
수 등 중대범죄

ㅇ혐의거래

ㅇ수집․분석후 세관국 또는
마약국에 수사의뢰
ㅇ수사권 없음.

ㅇ경찰과 세관국이 공동운영

ㅇ중앙은행이 감독
ㅇ중앙은행(HKMA), 보
험국, 증권선물위원회
(SFC) 등 각 금융감독
기관이 지침 제공

소속

호주
ㅇ법무부(1988)
(AUSTRAC)

일본
(JAFIO)

홍콩
(JF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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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 Offshore 지 역 >

소속

버뮤다
(BFIU)

ㅇ경찰국(1997)

사이프러스
ㅇ법무부(1997)
(UCML)

저어지
(JFCU)

ㅇ경찰청(2000.4)

보고 유형

조직/기능/역할

정부기관과의 협력

금융기관과의 협력/
내부체계

ㅇ혐의거래

ㅇ4명의 경찰관
ㅇ수집, 분석, 혐의사항 수
사 후 서면으로 피드백
제공
ㅇ수사권 있음.

ㅇ경찰과 사법부간 협력체
제: 경찰, 법무부, 세관, 중
앙은행공동으로 자금세탁
방지위원회(NAMLC) 회의
개최

ㅇ자금세탁 방지위원회가 자
금세탁방지를 위한 지침제
공

ㅇ통합입법: 자금세탁 활동방지법
(1997.1)
ㅇ전제범죄: 마약․무기․골동품
밀매, 부패, 매춘 등 대부분의
중대범죄.

ㅇ혐의거래

ㅇ9명(변호사 3명+경찰관
3명+세관국 관리 3명)
모두 수사관 지위를 지
님.
ㅇ수집, 분석, 평가 후 혐
의사항 수사
ㅇ수사권 있음.

ㅇ경찰, 세관과 자료 공유
(-이용 제한 없음) 및 수사
협력

ㅇ중앙은행이 지침 제공
ㅇ금융기관 내에 혐의거래
보고담당자 지정

ㅇ분리입법: 테러방지법(1996), 마
약거래범죄법(1998), 범죄수익법
(1999)/자금세탁방지령(1999)
ㅇ전제범죄: 특정 2개 유형(마약
및 테러관련 범죄)와 획정범죄
(형기 1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ㅇ혐의거래

ㅇ11명
ㅇ수집, 분석
ㅇ수사권 있음.

ㅇ경찰, 세관과 정보교류 제
한

ㅇ금융서비스위원회가 감독

관계 법령
ㅇ통합입법: 범죄수익법(1997)/범죄
수익시행령(1998)
ㅇ전제범죄: 마약, 부패, 테러 등
대부분의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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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요국의 입법례
자금세탁범죄 처벌 관련법

정보보고 관련 법령

국가

미국

호주

전제 범죄

자금세탁처벌
(벌금/최장형기)

관련 법령

보고 내용

자금세탁
통제법(1986)

特定 99개 유형(section 1956)
1) 주법 위반 9개 유형
- 살인, 유괴, 도박, 방화, 강도, 수뢰, 공갈, 음란물취급
등
2) 기소가능한 연방법 위반 90개 유형
- 수뢰, 위조, 횡령, 사기, 시민권 불법취득 등 관련 41
개 유형
- 통화 및 외환거래보고법 위반 등 관련 10개 유형
- 범죄적 기업의 유지 관련 10개 유형

$500,000/20년+
civil penalty
(1956)

은행비밀보호법(BSA)
18USC5318(g) (1970,
1986, 1992, 1994)

법령위반가능성
있다고 여겨지는
거래

□ 분리입법
□ 전제범죄: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
(1986)

1) 탈세, 탈세의
시도 혐의
2) 국법위반 혐의
3) 범죄수익법 위
반 혐의

□ 분리입법
□ 전제범죄: 특정
및 획정

자금세탁혐의거래

□ 입법유형: 분리
입법
□ 전제범죄: 특정
및 획정

범죄수익법
(1987)

(1) 특정범죄; 중대범죄(serious crime);
1) 마약관련범죄
2) 조직적 사기(3회이상의 public fraud offence)- public
fraud offence;
ⅰ) 대정부 사기(fraud against Government )

마약거래법
(1986; 1994)
테러방지법
(1989)
형사사법법
(1994)

$200,000/20년+
몰수절차상의
특례

ⅱ) 특정 탈세( 구 세법상 판매세 관련)
(2) 획정범죄; 기소가능한 범죄

영국

비고

관련법

$200,000/20년

(1) 특정범죄: 1) 마약관련범죄
2) 테러관련범죄

14년
Regulation
(1993)
14년

(2) 획정범죄: 형사사법법 적용가능한 모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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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범죄 처벌 관련법
국가

관련법

정보보고 관련 법령
자금세탁처벌
(벌금/최장형기)
F5,000,000/
구금10년

전제 범죄
(1) 특정범죄: 마약관련범죄

프랑스

독일

형법
Art.222-38
Art.324
(1992)

형법
§261(1992;
1998개정)

단순자금세탁(F2,5
00,000/구금5년)
加 重 자금세탁 (F
5,000,000/구금 10
년)
상습적 /직업상의
편의이용

(2) 획정범죄: (모든) 重罪 및 輕罪

(1) 특정범죄: 특정輕罪(Vergehen)
1) 受賂 및 贈賂
2) 마약관련경죄
3) 조세법위반: 밀수관련 탈세
4) 횡령, 사기, 문서위조 등
5) 외국인법 위반, 망명자관리법 위반관련 경죄
6) 범죄단체조직원에 의한 경죄

단순자금세탁
(벌금/5년)
가중자금세탁
(벌금/10년)
:영리적/조직적
불법취득
(벌금/5년)

비고

관련 법령

보고 내용

Act N.90-614 1990. 7.
12 (마약거래자금세
탁방지법)
Act N.93-122,
1993. 1. 29 (부패방지
및 경제생활․공공절
차상의 투명서에 관
한 법)

마약범죄관련
자금세탁혐의거래
조직범죄관련
자금세탁혐의거래

□ 입법유형: 분리
입법
□ 전제범죄: 특정
및 획정

중대범죄수익탐지법
(1993; 1998개정)

자금세탁혐의거래

□ 입법유형: 분리
입법
□ 전제범죄: 특정
및 획정

자금세탁혐의거래

□ 입법유형: 분리
입법
□ 전제범죄: 特定
및 劃定 혐의보
고기준금액 등
은 Regulation에
위임.
현재Regulation
제정 진행 중

(2) 획정범죄: 重罪(Verbrechen)

캐나다

형법
§462

(1) 특정범죄 7개 유형
1) 마약관련범죄 (section462.3(a))
2) 특정 조직범죄- 37개 유형 특정범죄의 從犯으로 행
한 共謀 또는 未遂
3) 범죄로부터 획득한 무기취득
4) 범죄로부터 유래된 재물취득
5) 소비세법(Excise Act) 제 126.1조, 제 126.2조, 제 233
조 1항, 또는 제 240조 1항 위반
6) 관세법 제 153조, 제 159조, 제 163조 1항, 제 163조
2항
7) 경쟁법(Competition Act) 제 52.1조 9항
(2) 劃定범죄- 범죄조직에 의하거나 관련하여 저질러진
기소가능한 범죄로서 형기 5년 이상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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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범죄수익법
(1992; 1999)

정보보고 관련 법령

자금세탁범죄 처벌 관련법
국가
관련법

저어지

범죄수익법
(1999)

전제 범죄

비고

자금세탁처벌
(벌금/최장형기)

관련 법령

보고 내용

벌금/14년

자금세탁방지령
(Order 1999)

자금세탁혐의거래

□ 입법유형: 분리입
법
□ 전제범죄: 특정
및 획정

同法

자금세탁혐의거래

□ 입법유형: 통합입
법
□ 전제범죄: 특정
및 획정

금융시스템이용자금세탁
방지법
(1993)

자금세탁혐의거래

□ 입법유형: 분리입
법
□ 전제범죄: 특정
및 획정

(1) 특정범죄 2개유형: 마약관련/ 테러관련
(2) 획정범죄: 국내에서 행해진 형기1년 이상의 범죄

대만

세전방제법
( 1996 )

(1) 특정범죄 9개유형 (31개)
1) 형법상의 죄:
ⅰ) 僞造有價證券 行使관련범죄 (1개)
ⅱ) 혼인 및 가정생활 방해 관련범죄 (3개)
ⅲ) 자유방해죄 등 (4개)
2) 특별법상의 죄:
ⅰ) 아동․소년보호관련법위반 (4개)
ⅱ) 총기단속법위반 (6개)
ⅲ) 밀수관련 (4개)
ⅳ) 증권거래법위반 (5개)
ⅴ) 은행법 위반 등 (1개)
ⅵ) 파산법 위반 (3개)

단순자금세탁
(NTD3백만원
/5년)
가중자금세탁
(NTD1천만원
/7년)

(2) 획정범죄
- 형기 5년 이상의 중대범죄

벨기에

형법

특정 17개 유형 관련범죄
1) 테러관련 2) 조직범죄 3) 불법마약거래
4) 불법무기거래 5) 불법적 노무거래 6) 인신매매
7) 매춘착취 8) 불법적 호르몬 약물사용
9) 불법적 인체조직매매 10)유럽연합상대詐欺
11) 국제적 차원의 조직적 금융詐欺
12) 공무원 증․수뢰 13) 주식시장관련범죄
14) 금융사기 15) 인질 16) 절도 17) 공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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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 관련 법령

자금세탁범죄 처벌 관련법
국가
관련법

싱가폴

일본

부패, 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처벌법

조직범죄처벌 및
범죄수익규제에
관한 법(1999)

전제 범죄

특정 187개
1) 마약관련 특정범죄 5개
2) 형법 및 특별법상의 죄 182개
3) 위 각 죄의 공모, 미수, 교사, 방조

- 조직범죄처벌 및 범죄이익규제에 관한 법이 정한 범
죄로서, 범죄수익을 파생시킨 226개의 특정범죄
1) 동 법 별표상의 죄 221개
2) 동법 제 2조 제 2항에 별도로 규정한 5개의 죄
ⅰ) 마약관련 특정범죄
ⅱ) 매춘관련
ⅲ) 총포, 도검 등의 소지관련
ⅳ) 사린 등 관련범죄 등
ⅴ)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정이익 供與

자금세탁처벌
(벌금/최장형기)

$200,000/7년

300만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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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관련 법령

보고 내용
□ 입법유형: 통합입
법
□ 전제범죄: 특정
□ 특정전제범죄 목
록은 행정부의
장관(Minister)이
개정가능
(제 52조)

同法

자금세탁혐의거래

同法

1) (특정) 범죄수익혐 □ 입법유형: 통합입
법
의 재산의 거래
2) 약물관련범죄수익 □ 전제범죄: 특정
혐의 재산의 거래 □ 혐의거래의 범위
3) 자금세탁혐의거래
는 자금세탁의
4) 마약법 제 6조 위
범위보다 광범위
반혐의 거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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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사례조사
가. 무역가장 밀반출

< 사례 Ⅰ > 신동아그룹 외화도피 사례 (관세청, 내부자료)
□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이 계열사 (주) 신아원 김종은 사장과 공모하
여 골드스팩社에 석유정재시설을 수출하는 양 수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조흥은행 등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18,570만 달러를
받음.
□ (주)신아원의 고문 재미교포 고충흡의 소유 유령회사 스티브 영社로부
터 생필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로 수입서류를 작성하여 수입물품
대금 16,500만 달러를 바하마 공화국내 스티브 영社 계좌로 송금함.
□ 수출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을 통해 대금을 영수․지급하였
으므로 실제 물품의 이동은 없었음.
- 사건년도인 96년 기준으로 허위계약서에 의한 수출대금 영수는
18,570만 달러이나 KTNET 무역통계상 실제 수출실적은 5,769만 달러
에 불과함.
□ (주) 신아원의 주요 수출품은 가구․침구․보일러․가죽코트 기타 잡
화 등으로 석유정제시설 수출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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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법적인 외화밀반출입
< 사례 Ⅱ > 한진그룹의 외화밀반출입 사례 (한국경제신문, 99. 10. 5)
□ 대한항공은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하
지 않고 비자금으로 유용함.
□ 항공기 도입관련 리베이트 개인유용
- 대한항공은 지난 91∼98년 외국의 A사와 B사에서 도입하는 항공기에 미국의 C
사 엔진을 부착하는 대가로 C사로부터의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음. 이 리베이
트를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 이중 1,685억 원을 개인 사주의 경비로
유용하여 탈루세액이 929억 원에 이름.
□ 리베이트 외국유출
- 대한항공은 97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서류상회사 KALF를 설립하여 대한항공과 A
사와 B사 등으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할 때 대리인역할을 하여 왔음. KALF는 C사
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18,400만 달러를 회사수입으로 가져오지 않고 KALF에 방
치함으로써 외화를 유출하고 세금 814억 원을 탈루함.
□ 중고항공기 저가양도를 통한 자금해외유출
- 대한항공은 97∼98년 중고항공기를 외국기업의 서류상회사에 시가의 70%만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들 중고항공기의 소유권이 KALF로 넘어가도록 계약을 체
결함. 결국 대한항공은 중고항공기를 KALF에 시가보다 싸게 넘긴 것임. 이를 통
해 19,000만 달러 외화를 유출하고 세금 972억 원을 탈루함.
□ 항공기구매 선급금 미회수로 해외유출
- 대한항공은 외국 A사의 항공기를 구매하기 위해 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항공기
구매선급금 8,200만 달러를 지급함. 대한항공은 선급금이 지급된 항공기를 KALF
가 금융리스 방법으로 구매토록 하면서도 이미 지급한 선급금중 6,000만 달러를
회수하지 않았음. 결국 KALF에 6,000만 달러를 이전시킨 것임.
□ 위장송금으로 기업자금 유출
- 한진해운은 해외에 경비를 송금한다며 거래은행에 송금의뢰를 한 뒤 이를 취소
하는 방법으로 해외에 경비를 보낸 것처럼 꾸밀 수 있는 가짜서류를 마련하였음.
한진해운은 이런 서류를 이용해 96년부터 16차례에 걸쳐 기업자금 38억 원을 빼
돌림으로써 법인세 29억 원을 탈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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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사례 분석
< 사례 Ⅲ > 환치기 (관세청, 내부자료)
□ 분석대상
-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중 검거일자가 1999년 10월경부터 2000년 6
월말까지 집계된 사건
□ 환치기 관련 외환사건 적발현황
범행동기별
수입물품
대금의
불법 지급
해외 현지
소요자금
불법 지급
수출채권
등
외화자산의
국내 불법
영수
기타의
지급과
영수
합
계

-

환치기 자금의
주요 사용 내용
밀수입 자금
차액 관세포탈
수출자 지정계좌
입금
현지공장 운영비
해외 투자금액 송
금
수출채권 불법회
수
해외거주 내국인
의 자금의 국내
불법반입

- 금전소비대차

금액
(천원)

거래 관련 내용

비고

9,526,256

- 농수산물(부산, 인
천, 광주세관 등)
- 보석류(김포, 서울)

중국:8,903,263
홍콩:622,993

2,431,472

1,531,174

186,350

의류등 임가공공장
현지법인 운영자금
불법 환전용 자금
저가 수출신고후 차
액 영수
- 거주자의 해외영업
관련 수익의 국내
반입
-

- 거주자와 비거주자
의 금전대차

중국 및
동남아

중국, 동남아

중국

13,675,252

□ 주요 사례별 환치기유형
① 수입거래
- 농산물(참깨, 콩, 고사리 등), 수산물(활어, 바지락, 장어 등), 식품류 같이 관세의
부담이 큰 물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가 밀수대금 지급 또는 관세 등 차액을 포
탈하기 위해 환치기를 이용한 외화의 불법지급
- 보석류, 주류와 같이 수입에 따른 제세의 부담이 크고 국내거래 단계에서 매입매
출을 감추고자 하는 경우 밀수입 물품의 대금 지급 또는 은행을 통한 정상송금
후 차액 결제에 이용

146 金融情報機構(FIU)制度 導入方案

② 수출거래
- 국내 의류나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또는 소위 보따리 무역업자들이 물품을
해외에서 판매한 대금을 이용하여 현지 화폐를 필요로 하는 거주자(수입상, 해외
여행자 등)로부터 국내에서 한화(외화상당액 및 환전수수료)로 입금받고 그에 상
당하는 외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외 판매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 현지에 진출한 국내법인의 해외지사나 판매법인 등이 본사로부터 기한부 조건
(D/A90일 등)으로 수입한 상품 또는 현지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사
용하여 현지 화폐를 필요로 하는 거주자에게 외화가액(환전금액 및 수수료) 상당
을 국내에서 한화를 받고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
- 현지법인이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출시 실제보다 낮게 수출가격을 신고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영수하는 경우(매출누락, 증여세 문제-국세청조
사사례)
- 원자재 수입상이 해외 수출자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나 오퍼상이 해외 수출자로부
터 받는 오퍼수수료를 해외에 유보시켜 놓았다가 현지 화폐를 필요로 하는 거주
자 등에게 국내에서 입금받은 원화상당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외 유보자산을 국내로 이전시키는 경우(국세청 조사사례)
③ 환치기를 이용한 해외 현지 사업자금 등 불법지급
- 해외 현지교포나 내국인(여행자, 유학생등)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교포사업자
(식품, 의류, 통신카드, 유흥접객업 등)가 국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수입(보따리 또
는 특송화물운송 이용 반출포함)하면서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거주자(본사) 또는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거주자로부터 수입대금을 지급하게 하며, 거주자는 그 한
화 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지급받아 현지법인 운영자금, 현지점포 개설자금, 부
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교포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친인척에게 부동산 구입자금 등 거액을 송금
하는 경우에 증여세나 외환거래법상 부동산취득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지공장 운영이나 점포개설을 위해 거액의 현지화폐를 필요로 하는 거주자에게
국내 친인척계좌로 한화를 입금하게 하고 한화상당액을 현지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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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외화를 밀반출하여 해외에서 외화를 필요로 하는 내국인들(수입상, 여행
자, 국내 현지법인)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고 그 외화(환전금액 및 수수료)에 상당
하는 한화를 국내에서 영수
④ 비거주자와 금전대차
- 이자나 환전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한화를 필요로 하는 비거주자에게
한화를 빌려주고, 한화상당액을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상환받아 이를 다시 거주자
에게 빌려주고 이를 국내에서 한화로 상환받는 경우로 소위 보따리 무역상들을
상대로 양방향 환전영업을 하는 경우
□ 환치기 관련 외환사건의 위반 법률
- 외국환 거래법
제5조 (기준환율 등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제7조 (채권회수의무 위반)
제8조 제3항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지 않고 환전업무)
제16조 (지급 등의 방법: 상계, 대상거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
급 등)
ㅇ 제17조 (지급수단의 수출입 허가)
ㅇ 제18조 (자본거래)

ㅇ
ㅇ
ㅇ
ㅇ

- 관세법
ㅇ 제179조 제2항 또는 제3항 (밀수출입죄)
ㅇ 제180조 (관세포탈죄)
ㅇ 제188조 제1항 (허위신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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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Fighting Against Laundering and Illegal Captial Flight
in Korea
- Case Study of FIUs and Policy Directions Hyungdo Ahn et al.
For the last 10 years,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ndeavored
to establish money laundering prevention system domestically on the one
hand, and to pursue mutual cooperation by launching international fora on
money laundering and encouraging other countries to adopt FIU system on
the other.
International fora such as UN, OECD, and Egmont Group have
recommended the nations to introduce money laundering prevention system
through the legislation of Anti-Money Laundering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In particular, OECD had set up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in 1989 and all
the OECD member countries except Korea and Poland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In 1995, Egmont Group has been formed to
boost the cooperation among FIUs around the globe.
Korea will enforce the second-stage 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beginning January 2001. The former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took the role of preventing the flow of 'bad' money originated from the
crimes and illegal capital flight.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stage foreign exchange liberalization meausures would ease the
manipulation resulting in the increase of money laundering and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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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flows.

Therefore, Korea is in urgent needs to introduce the FIU

system.
This report intends to draw the blueprint for the Korean FIU system. The
report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21 FIUs around the world and proposes
the FIU system which is appropriate to Korean society. Besides the
enactment of Anti-Money Laundering Act, Korean should introduce three
elements. First, 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should be established to collect,
analyze, and provide information on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Second,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ing System (STRS) should be introduced to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to make reports on suspicious transactions.
Third,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establish internal reporting systems and
training programmes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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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우편번호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
일반회원 □

S

A

B

발간물일체 무역․투자 구주경제

C

D

E

F

G

미주경제

아주경제

계간지

월간지

주보

교환기관 □
OB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